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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북한 김정은은 2012년 12월 김정일 사후(死後) 후계를 이어 받아 집권 4년차를 

경과하면서 성공적으로 정권구축의 연착륙을 이루었다. 특히 20대의 집권 당시 

북한 내 유력한 향 집단인 군부를 과연 장악, 통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불안한 시선은 만일 북한 군부의 돌발적 상황에 의해 동북아 전체의 

안정구도가 변화될 수도 있어 대비해야 한다는 점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내년도에 당 7차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독자적인 

통치 체제 구축을 완성하고 있다.

김정은은 공식 직함 중에서 가장 먼저 최고사령관에 정식으로 올라 군부장악을 

본격화하 다. 우선 그는 김정일 시대에 약화되었던 당권의 복원에 힘써서 당중앙

군사위원회에 의한 집단적 군 지도 체제를 정비하 고 무장집단의 돌발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하여 군내 감시 기능을 확대하 다. 즉 군사부분 전반에서 총정

치국의 역할을 강화하 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군부 및 국경감시를 담당하도록 

하 으며 군내 보위국에 의한 감찰활동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구정비 토대 위에 본격적으로  ‘당으로의 복귀’를 실천하여 제3차 당대

표자회부터 로동당의 조직 구성원들을 충원하면서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

회의 역할을 정상화시켰다. 특히 군사활동에 대한 지휘는 최고사령관 명의 위주로 

독자적으로 지시하 고 안보 위기적 사안에 대해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결정하 다. 

이러한 당우위의 통치체계를 구축한 토대 위에 군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자신의 

측근 들을 중용하기 시작하 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은 자신의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 지나치게 강한 향력을 보유한 자들을 가만 두지 않았다. 군부를 대표한 

리 호를 제거한 이후,  당(黨)·정(政)·군(軍) 전반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고모부 

장성택도 숙청하 다. 이후에도 현 철 인민무력부장이 총살당하 고, 리을설 원수 

장례식에는 최룡해도 참가하지 못했는데 그는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군부장악을 위한 인사교체에 있어서 감시기구 수장들을 대폭 

교체 하 다.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우동측 국가안전

보위부 제1 부부장이 제거되었다. 이어서 인민무력부에서도 2015년 11월까지 6명의 

부장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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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정은은 이들 군부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야전의 젊은 신진 군사전문

가를 대거 발탁하여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즉 김정일 시대부터 있어온 60〜70

대의 군단장들을 일부 50대의 젊은 지휘관으로 선발하여 실제적인 군 전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군력 발전을 위하여 공군 출신 전문가들을 고위직에 중용하고 

있다. 

더더욱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전문가의 대두가 괄목할 만하다. 이들은 김정은의 

당 주도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한 선군정치를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존 재래식 무장력 담당 구(舊) 군부인사들 보다 우대

받는 환경을 형성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역시 선대(先代)와 유사하게 우상화 및 사상교육을 집중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김정은은 기존의 4대교양을 보완한 5대 교양을 제시하 는데 

새로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위대성 교양’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일 

시대의 우상화 원칙에 핵 개발 의지와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추가한  ‘당의 유일적 

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공표하여 독자통치체제 구축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통치술을 바탕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김정은은 군을 성공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김정은의 군부통제 방식은 강등과 복권에 

의한 인사조치 통치술이다. 김정은은 신상필벌에 의거 대부분의 군부인사들에게 

강등의 처벌을 내렸다가 다시 대부분 복권시켰는데 이는 김정일 시대의 종신제와 

달리 누구든지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새 정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동기

부여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강등과 복권 조치의 배경에는 총정치국, 보위부, 

보위국 등에 의한 감시의 결과가 반 되고 자연스레 억압과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어 

김정은에 의한 외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의 군부통제 방식에서 이처럼 외형적으로 표출된 장악의 강도와 관련하여 

과연 팔로워인 군부인사들은 내적으로도 진심의 충성을 보이는 것인지,  상-하간 

믿음의 신뢰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계속 관심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 군부인사들이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으며,  숨막히는 감시체제

하에서 배반의 개념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맹종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철 숙청 이후 대부분의 군부인사들은  “자신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고, 따라서 최고사령관과의 속깊은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고위층 간에 만연된 경색과 긴장감은 김정은 

체제 유지에는 피상적 안정성을 부여해 주고 있으나, 그러나 내부적으로 고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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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해외 이탈이 발생하는 등, 일부 균열적인 상황도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군부장악과 체제안정성은 외형적 강압통치를 내형적 충성심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한 가지, 어느 정권이던 군부장악의 성공 역시 경제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북한 경제의 여력이 군대 내부까지 만족시키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말단 병사들의 행동에까지 일사분란하게 

투사되고 있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다. 여전히 군에 의한 대민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감시기구들도 외부사조의 군내 유입을 적극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으나, 지도자와 군 

지휘부간에 원활한 소통체계가 필요하고,  핵무장력에 소요되는 재원을 군대 보급

으로 전환하여 북한군의 실질적 기강이 확립되도록 하여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용어 :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총정치국, 군부세대교체, 

핵-경제 병진정책, 선군정치, 5대교양, 강등과 복권, 외부사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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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북한에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 있으며, 군대를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1) 이처럼 중요한 군사부분을 장악하기 위하여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당(黨)·정(政)·군(軍)에서 군 관련 기구의 수장직을 장악

하고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당에서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

위원으로,  또한 로동당 제1비서로서 군사비서와 군사부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무엇 

보다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국가기구로는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에 

위치하고 있고 군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군사기구들을 김정은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기구들간의 역할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군부를 통제하는 방식에 

나타난 변화요소는 무엇인지, 이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북한군과 관련된 

대북 정책 추진에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초기에 스스로 성취한 

권력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이라는 점, 또한  ‘능력’ 여부를 떠나 후계학습 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자발적으로 권위를 산출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이 취약점

으로 지목되었다.2) 그 후 4년이 경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선대의 김일성-김정일 

시대 군부 통제방식과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  그 변화와 지속의 잠재력 

속에서 첫째, 김정은 시대의 군사기구들은 역할과 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

되고 있는가  둘째,  젊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군부통제 방식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그리고 이러한 군부통제 방식은 앞으로도 유효하게 작동할 것인가 

본 논문은 상기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지적작업을 시도한다. 우선 김일성이 구축한 

군사기구의 태동부터 김정일의 선군정치 과정에서 변화된 점, 그리하여 현재는 

김정은의 통치력을 실천하기 위해 어느 역할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가에 대하여 

1) 한수 , “정치와 군사를 옳게 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에 대한 리해(정치)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p. 8. 

2) 최진욱·한기범·장용석, 김정은 정권의 정책 전망 연구총서 12-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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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개괄적인 고찰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의 상징인 

국방위원회가 실제로 최고의 향력을 발휘하 는가 여부와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무게 중심이 당으로 복귀하 는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제반 군사정책을 

어떻게 좌우하고 있는가  또한 군내에서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총정치국과 

총참모부의 갈등 관계는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다양한 기구들을 

북한은 수령 1인에 의해 최고사령관이라는 절대성으로 통치하는가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이러한 군사기구 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군부 이해의 기초 과정을 넘어

서서, 각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에 따라 김정은이 어떠한 방식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의중을 읽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현재까지 노정된 김정은의 군부통제 방식이 3대 

세습을 이어 오면서 질적 차별성을 갖게 되었는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김정은 정권 체제 지속성과 군부 통제의 안정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만일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 내 최고의 향력 보유 집단인 

군부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북한 내부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북아 안정과 순치(脣齒) 관계인 북한 정권의 군부 장악에 

대한 이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정책 수립에 작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북한 군부에 대한 연구 중에서 본 연구는 우선 군사기구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서와 

선군정치 시대의 당(黨)·군(軍) 관계, 그리고 현 김정은의 군부통치에 대한 연구를 

참고 하 다. 북한군의 편성,  조직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 기구 간의 역할에 대한 

고찰로는 이대근3)의 연구가 종합적이다.  또한 탈북 육군 소좌 출신의 이 훈4)도 

북한군 각 기구에 대해 조직,  편제 등 기본적인 소양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권양주5) 

역시 북한군의 최고사령부를 정점으로 하여 당(黨)·군(軍) 관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3)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테타를 하지 않나 (서울: 한울, 2003), pp.123〜181, pp. 231〜253. 
“조선로동당의 조직체계”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파주: 한울, 2007), pp. 177〜178, p. 
189, pp. 197〜198.

4) 이 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 경쟁 (파주: 살림, 2012), pp.81〜92.
5) 권양주, “북한군 지휘체계의 특징과 취약점” 忘戰必危 好戰必亡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p.285〜297, pp. 44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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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위 3인의 연구는 북한군 전체를 개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어 평면적 

이해에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시기상 김정은 시대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정성장6)은 북한의 당중앙위원회에 대하여 심층 깊은 분석을 하고 있으나, 대부

분을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를 비교하는 방식에 할애 

하고 있고,  또한 김정은의 후계구도 과정 부분에 방점을 맞추고 있어서 김정은 

군부장악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북한군 총정치국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 대하여서도 역사적 고찰 및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치는 동안 총정치국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에서 총정치국을 

경유, 군내에 당적 지도가 전파되는 과정을 세부 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역시 

2012년까지 만의 사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7)  윤진형8)은 김정은 시대의 중앙군사

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상 변화에 대하여 폭넓게 비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연구

시점이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전후 시기까지 만을 담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은이 군사기구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각 기구들 

역할의 축소와 확대,  또한 새로이 부상하는 부서와 쇠퇴하는 부서들을 검토하고 

각 기구의 위상 변화가 최근까지의 김정은 통치 방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관하여 중점 분석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당(黨)·군(軍) 관계 연구 중에 김정일 시기의 경우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군의 우위인가’ 아니면 여전히  ‘중앙군사위원회를 핵심으로 하는 

당 우위의 유지인가’, 에 대한 의견을 들 수 있다. 이른바  ‘군 우위론’과  ‘당 우위론’이다.

우선  ‘군 우위론’  중에서 윤황9)은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장의 지도,  즉 선군 도 

체계가 국가의 모든 활동을 도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특히 1998년과  2009년의 

헌법 개정에 의해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이 계속 강화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의 보고문, 성명문 

등에 명의만 발표할 뿐 거의 운 이 되지 않았던 점을 꼽으며 군 우위론을 주장하고 

6)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1-19 (성남: 세종

연구소, 2011), pp. 24〜49.
7)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5-4 (성남: 세종연구소, 

2015), pp. 35〜44.  
8)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p.71, pp. 75〜77, pp.87〜89.
9) 윤황, “선군정치와 당의 역할”, 강성윤 편,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선인, 2010), pp. 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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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김성철10)도  “김정일 시대에는 군부가 당으로 부터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나선 초기 기간에는 자신의 권력을 당내에서 확대해 

나가던 시기로서 주로 조직지도부를 통해 인민군 총정치국과 각 단위부대로 향

력을 넓혀 나갔으나, 그러나 1991년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후부터는 자신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군 내에 전달됨을 인식하고 당은 당대로, 군대는 군대대로 분리지배 

하 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군부가 당으로 부터 독자성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군 간부에 비해 당 간부들의 역할과 권위가 침체 되었다는 논리이다. 

반면에  ‘당 우위론’은  김근식,  권양주,  현성일 등이 주장하고 있다. 김근식11)은 

“북한 사회에서 당은 국가기관과 군에 대해 우위에 있으며 군대를 내세우는 정치

방식인 선군정치 역시 군을 당보다 우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당의 도를 전제한 

정치방식이다”며  “김정일 시대의 당(黨)·군(軍) 관계에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변화가 이른바 당의 우위를 포기 하거나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고 보고 있다. 

권양주12) 또한 선군정치 시기 군사기구의 상호 관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첫째,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이 최고조에 달하 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시사업세칙’을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하달 한 점,  둘째, 

주요 간부의 임명과 해임 권한이 국방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군 

인사권은 당에서 관장한 점 등을 들어 당 우위론을 주장하 다.  현성일13)은 조선

로동당의 기능을 생활지도 기능과 정책지도 기능으로 구분하면서  “선군시대에도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당 생활지도 기능은 결코 약화된 적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군에 대한 당의 장악과 통제,  인사권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욱 강화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현 김정은 정권이  ‘군부를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

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김용현14)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떠받치고 있는 당(黨)·정

(政)·군(軍)의 40〜50대 신진엘리트들이 부상(浮上)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들은 

10) 김성철,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60〜61. 
11)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黨)·정(政)·군(軍) 관계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2), p. 361.
12) 권양주는 군 장성 인사와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최종 인사를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에서 조치하고, 또 원수급 인사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공동 결정하기 때문에 
군 인사는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두 위원회는 형식적인 추인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양주(2009), pp. 6~7. 

13) 현성일,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2015년 대남전략 전망”,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2015년 

남북관계 전망 (201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내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14년 12월 1일), p. 9. 
14) 김용현, “김정은표 북한, 안정 경로로 가고 있나?”, 경향신문, 201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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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30년 정권을 지향하는 김정은 체제의 대 · 내외 정책에 대해 밑그림을 

그려 줄 것으로,  김 제1위원장에게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

하 다. 그는 또한  “현재 김정은표 북한 정치체제는 안정적인 경로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학순15)도 김정은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전략노선으로 추진하여 핵무력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고,  자체 생존력을 높이고 있으며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성일16)은  “김정은의 군부 장악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이 곳곳에 잠재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권력엘리트들의 체제수호 의지에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이른바  ‘운명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장성택의 숙청을 

겪으면서 권력 엘리트들에게는 자칫 죽음과 파멸을 부를 수 있는 피해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무자비한 공포통치가 지속되면서 간부층 내부에서 신변 불안감이 

확산되어 언행을 조심하고  “충성심 과시에 급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경섭17)도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군부의 외화벌이 기구를 당과 내각으로 

이전시키는 등 군부의 경제적 특권을 박탈함에 따른 반발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당우위에 의한 군부통제를 실시하면서 당 조직지도부가 선군정치로 비대해진 군부의 

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의 군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권력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당(黨)·군(軍) 관계 연구서들은 북한 3대 정권의 군부통제 방식과 관련하여 

국제정치적 배경 하에 정치-군사 기구들 간의 정치력과 향력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군부를 

통제하 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못한 점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즉 주로 고위 인물들의 등장과 몰락, 당(黨)·군(軍) 관계의 외형적 기구 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북한 정권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식에 의해 군부를 

장악하 는지를 분석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군부를 통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사례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15) 백학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2012〜2014 사상·정체성·구조 (서울; 세종연구소, 2015), 
pp. 59〜80, 188〜193. 

16) 현성일(2014), pp. 24~25.
17) 오경섭, “정치엘리트 응집력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세종정책연구 2013-11(성남: 세종연구소, 

2013), pp 29〜30.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essentials) 분석: 특성과 응집력을 중심으로 (서울: 
Prism, 2013),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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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와 대상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1948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다. 기간 중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 군사기구들의 태동과 확장 부분에 관하여 주로 기술할 것이다. 

이 부분은 북한군에 관한 기초를 제공하므로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가능한한 김정은 

집권 이후까지 포함하여 고찰하 다. 다만 김정은 집권 시기는 시간적으로 4년에 

불과하고 또한 선대의 기구들과 상호 비교하는 것은 지면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편년(編年)적 순서에 의해 기술하되 김정은 시대에 변화된 특징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북한 군사기구의 역할변화와 김정은의 군부통제 

방식에 대한 분석이다. 군사기구는 최대한 설립시기부터 기술하여 이의 성장 및 

축소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현 김정은 체제에서는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역할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타의 군 기관과는 어떠한 

위상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미를 찾을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김정은의 

군부통치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상이한 부분과 

공통적인 부문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집권 4년차를 넘기고 있는 김정은의 

향후 군부 장악 여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Literature Review)을 기초로 한다. 즉 

2장의 북한 군사기구의 역할 변화와 김정은 정권의 군부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북한 원전 및 기존 연구서를 참고로 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의 군부 변화에 대해서는 

최대한 북한 원전을 준용하되,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북한 언론매체의 수록 내용을 

다수 참고하고자 한다. 또한 4장에서 앞으로의 김정은식 군부 장악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군부 통제의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낸 지수나 지표를 준용하는 

것이 이해의 심도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군부만의 장악여부를 수치화하여 

결론을 도출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18) 다만 일반적인 민-군 관계에서 

18) 북한 체제의 내구성, 불안정 등에 관한 통계적 연구로는 ① 통일부에서 ‘북한정체지수’를 매년 

안정지수, 변화지수, 예측지수로 구분하여 현 상황과 미래 방향성을 평가한 것 ②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한반도 안보지수’를 분기별로 국내 및 주변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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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민간 정부의 통상적인 군부장악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내에서도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하여 김정은의 군부통치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또한 최고지도자의 통치 성공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더쉽 이론에 기초한 

이론에 준거하여 지도자의 통치행위에 대해 성패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례이나, 

본 연구에서는 팔로워십에 기초한 이론을 배경으로, 김정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군부인사들의 피지배 성향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군부의 내부동향을 추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군부를 원근에서 관찰했던 북한이탈 주민의 인터뷰를 토대로 

군부 인사들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북한정권이 수립된 전(全) 시기를 순서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2장은 1948년부터 시작하 고, 이후 김정은 집권부터 현재인 2015년 12월

까지를 포함하 다.  김정은 집권 출발 시점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2006년부터 

가시적으로 후계구도에 출현했다는 의견도 있는데19) 이는 김정은이 김일성군사종합

대학을 졸업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음을 시사해 준다. 

반면에 공식적으로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임명되고 아울러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에 오른 시기를 집권의 기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한편 당우위 통치의 기준으로 볼 때, 로동당 제1비서에 취임했던 

2012년 4월 11일의 제4차 당대표자회를 집권 시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한 사실에 근거하여,  김정은 집권 시기는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 17일 이후로서, 이 시기부터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3대 세습의 자동연계성에 대한 북한 

주민의 당연한 인지성에 의하여,  김정은이 군부에 대해 지도를 시작한 시점으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본론을 포함한 4장과 결론의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

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및 연구범위에 대해 기술하 다. 제2장

부터는 본론 으로 북한 군부를 당(黨)·정(政)·군(軍)으로 분류하고, 각 기관에서 운

안보상황을 지수로 표현한 것 ③ 현대경제연구소에서 ‘한반도 평화지수’를 분기별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한 수치로 나타낸 것 ④ 세계평화포럼에서 ‘세계평화

지수’를 매년 세계 각국의 정치, 군사, 외교, 사회, 경제 분야의 평화적 상태를 측정 및 평화

순위를 발표한 것 ⑤ 서울대에서 ‘남북통합지수’를 매년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하여 남북간 통합정도를 발표한 것 ⑥ 한양대에서 ‘한반도 평화지수’를 매월 뉴스 
기사 등을 지수화하여 남북한의 평화정도를 발표한 것 등이 있다.

19)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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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중인 군사기구의 창설과 발전 과정,  현재의 위상과 역할관계 변화를 제시하 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김정은 정권이 군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특징으로 추진한 정책, 

지시,  회의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다.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집권 4년차를 넘어 5년차에 접어드는 향후에도 과연 성공적으로 군부를 통치할 

것인 지에 대해 북한의 체제 안정성과 연계하여 전망하고,  연구의 특성상 정책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서 김정은 정권이 

군부를 정상적으로 장악하면서 자신의 통치 방식에 의거하여 경제 발전과 핵 무장력 

강화 병진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임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2장 북한의 당·정·군 군사기구 역할 변화

제1절 로동당 중앙위원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 

1. 중앙위원회

북한 로동당의 중앙위원회에 대해서는 2010년 당규약에 그 임무와 역할이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 한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사업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와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수령결사 옹위의 전투부대로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구현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

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20) 

즉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세우는 최고의 기구이며 따라서 

군사분야에도 당이 추구하는 군사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 결정을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위원회는 2015년 2월 10일, 국가적 대행사인  ‘당설립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추진하도록 결정 하 고 군사적으로도 대규모 군병력을 동원한 열병식 

준비를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 다.21) 이처럼 당중앙위원회는 북한 

20) 북한연구소 편, 2010년 개정 당규약, 제3장 당의 중앙조직 북한총람: 2003〜2010 (서울: 북한

연구소, 2010), p.944.
21)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결정서: “조국해방 및 로동당 설립 70주년을 대정치 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경축 행사들을 성대히 조직 진행, 당 설립 70주년 경축 열병식과 군중 시위를 

조직 진행할 것” 조선중앙통신, 201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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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며 채택된 정책을 당(黨)·정(政)·군(軍) 각 기관에서 집행

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2-1> 당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위원(2015.11.30. 기준)

구   분 위               원

상무위원(3) 김정은, 김 남, 황병서

정치국
위원(10)

박봉주, 최태복, 최룡해, 김양건, 김춘섭, 양형섭, 강석주, 곽범기, 
리용무, 김원홍

정치국 후보 위원(10)
로두철, 김평해, 오수용, 조연준, 태종수, 박 식, 리 길, 오극렬, 
최부일, 장정남

출처: 통일부, 정보본부, 정보사령부 합동토의 결과 참고 재구성

위〈표 2-1〉에서 보듯이 정치국 상무위원은 오로지 3인만으로서 당(黨)을 대표한 

김정은, 정(政)을 대표한 김 남, 군(軍)을 대표한 황병서가 임명되어 있다. 즉 상임

위원 3명 중에 김정은, 황병서는 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정치국 위원 중에도 리용무,  김원홍이 군 신분으로 충원되어 있고,  정치국 후보위원

에도 최부일, 오극렬, 박 식, 리 길, 장정남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비서국에도 민방위부장과 군사부장22)의 경우 군사부문 전문비서로서 북한 내 

다양한 군사기구들의 임무 수행에 실질적인 향력을 미치고 있다.

<표 2-2> 당중앙위원회와 비서국 위원(2015.11.30. 기준)

구   분 위               원

제1비서(1) 김정은

비서(9)
최룡해(근로담당), 김양건(대남), 강석주(국제), 곽범기(경제) 김기남 (선전

선동), 최태복(과학교육), 김평해(간부), 김춘섭(군수), 오수용(계획재정), 

전문부서(20)

김평해(간부부), 김양건(통일전선부), 김만성(경제부), 홍 칠(기계공업부), 
오수용(계획재정부), 강석주(국제부), 이일환(근로단체부), 미확인(경공업부), 
홍인범(신소실), 백룡천(38호실), 전일춘(39호실), 미확인(과학교육부), 
김중협(문서정리실), 김정임(당역사연구소), 민방위부(미확인), 군사부
(미확인), 조직지도부(미확인), 선전선동부 (미확인), 총무부(미확인), 재정
경리부(미확인)

출처: 통일부, 정보본부, 정보사령부 합동토의 결과 참고 재구성

22) 로동당 군사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서 지휘한다. 송홍근, “‘김정은 궁정’ 70인 숙청 
드라마 내막” 신동아 7월호 (서울: 동아일보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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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군 인사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부서는 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조직지도부 군사부문은 총정치국이 관장하는 인민무력부 내 하위 단위들의 당위

원회 조직들을 감독·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가장 강력한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1명의 제1부부장과 5명의 부부장들을 포함하여 30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총국, 제131지도국, 

1여단, 철도총국 등 군 체계와 관련된 모든 당위원회 산하 당 조직들의 조직생활을 

감독·통제한다.23)

한편 2015년 8월 2일 인민군들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로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붉은기 이어 달리기’ 행사를 출발하기 위해 삼지연에 집결하 을 때, 김일성 동상 

앞에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 

하자!’라는 구호가 걸리었다.24)  이러한 군 행사의 현수막에  ‘중앙위원회 목숨으로 

사수’ 등의 붉은색 구호가 나부낄 정도로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의 군사 분야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다.

무엇보다도 당중앙위원회는 북한 정치, 군사, 경제의 모든 중요기관에 정치기구를 

조직한다. 즉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 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25) 군의 경우 당중앙위원

회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지도한다.26) 그리하여 군 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하고 

군부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즉 당중앙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인민군 안의 

각급 당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전군의 주체사상화를 군 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당의 유일적령군체계와 혁명적 군풍을 확고히 세워 인민군대 안에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

탄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우는 당의 참된 전사로 튼튼히 준비

시킨다. 간부 대렬과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

23) 정 태·김진무·안찬일·이 종·이윤걸·임을출·현인애,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 연구 :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31.

24) 로동신문 2015년 8월 3일.
25) 북한연구소 편, 2010년 개정 당규약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북한총람: 2003〜

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0), p.943.
26) 북한연구소 편, 2010년 개정 당규약 제7장 조선인민군안의 당 조직 북한총람: 2003〜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0), p.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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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운다. 인민군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 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킨다. 군인들 속에서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

일치, 군민 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27)

따라서 북한군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직속 당조직과 정치기관이 인민군대의 

각급 단위에 침투하여 조직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즉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사업하며 사업 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군은 인민군의 각급 당 조직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급 정치

기관에서 파견한 정치위원들이 부대 내에서 당의 지침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는 북한군의 제반 무력을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을 추대, 선출

한다.28) 이는 곧 최고사령관도 당중앙위원회의 집행기구적 성격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중앙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북한군과 민간무력, 군수공업 등에 대한 집체적 지도 기관

• 군대의 ‘최고조직’이며 ‘집체적인 군사정치적 영도기관’인 인민군 당위원회 지도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 당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국방위원장 추대 제의

• 지방당 조직을 통해 민간무력의 강화와 군대에 대한 원호사업 지도

•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 조직

• 시, 군 당위원회와 기층 당조직에는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는 의무를 부여 

•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총정치국 지도과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 당생활

지도과를 통해 북한군 지휘관과 정치간부들의 당생활을 지도·통제

•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행정과는 군 총정치국 조직부 행정과를 통해 군사법·

검찰 및 군 보위사령부를 통제

•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과는 군 총정치국 간부과를 통해 군 정치 간부들의 

27) 북한연구소 편, 2010년 개정 당규약 제7장 조선인민군안의 당 조직 북한총람: 2003〜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0), p.949.

28)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다.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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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결정 

•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를 통해 군대에서의 

선전선동 업무를 지도함으로써 군 간부들의 사상을 통제

• 당중앙위원회 간부부는 군 총정치국 간부과를 통해 군 지휘관 인사를 결정

• 당중앙위원회 민방위부는 고등중학교 5〜6학년(만 16〜17세)의 전체 남녀 학생을 

망라하는 예비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성인 

남녀(지방군 및 가정주부, 대학생 제외)를 망라하는 노농적위대(노농적위구)를 

지휘 

• 당중앙위원회 기계공업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토의, 세부적인 군수조달 계획을 

확정해 통보하면 산하 3개 기관인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 영변 핵발전 

연구소를 통해 무기를 개발, 연구, 생산29)

2. 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는 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군사노선’ 등 국방력 강화에 관한 결정에 의거 설치

되었다.  4대 군사 노선의 이행을 관장할 조직으로서 당중앙위원회 아래에 ‘군사

위원회’를 설치하 는데 이 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의 전신이다. 이후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때 개정된 당 규약 제27조에 의하여 

“당 군사정책 수행 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

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지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사지휘권을 부여 받았다. 그럼에도 1983년초까지 이 기구의 정확한 명칭은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다가 동년 4월 26일에 이르러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특히 2010년에 개정된 당규약 제3장 27조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위와 역할을 높 으며, 그 구체적 역할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혁명 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 한다”고 규정

하 다.30) 이로써 북한 군사 부문에서 제기 되는 모든 문제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적으로 관할하는 체계를 확립하 다.31) 중앙군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29)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1-19 (성남: 세종

연구소, 2011), p. 43. 
30) 북한연구소 편(2010), p. 944.
31)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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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에 대한 당의 집체적 최고 상설 지도기관

• 군대를 지휘하고 군사, 국방 정책 결정. 군수 산업 관장

• 인민보안기관들의 군사훈련에 대한 명령, 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전시사업세칙’ 등 군대와 군사훈련, 전쟁준비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 하달

• 당중앙위원회와 함께 국방위원장 추대 제의

•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등 북한군 고위 직책에 대한 인사권 행사, 국방위원회와 

함께 원수, 차수급 인사 단행

• 군사분야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당 규약 27조)

•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당 규약 27조)

•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당 규약 27조)

• 대부대에 대한 이동명령 발표(김일성 저작집 24)

• 고위 군 간부의 처벌에 대해 심사하고 비준(김일성 저작집 24)

• 수령의 후계자에 의한 군사행정적 영도 및 명령지휘체계 수립 결정 32)

3.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관계

북한 2010년 당규약에 의하면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33) 

것으로 명시 되어 있다. 즉 중앙위원회는 군사분야 포함, 정치, 경제 등 주요 기관에 

정치기관을 조직하여 통제하는 부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며 

그 한 부분으로서 군사분야에 대한 당의 지침을 하달한다. 이에 대해 당중앙군사

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혁명 

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 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34)〉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의 군사로선’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의 의미는 곧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미로 풀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중앙위원회에서 군수부분에 대한 수령의 지침이 결정되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실천방안을 결정하여 이를 각 예하 기구에 전파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2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pp. 75〜77.
32)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1-19 (성남: 세종

연구소, 2011), p. 43. 
33) 북한연구소 편, 2010년 개정 당규약 제3장 당의 중앙조직 북한총람: 2003〜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0), p.944.
34) 북한연구소 편, 2010년 개정 당규약 제3장 당의 중앙조직 북한총람: 2003〜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0), 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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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상호 병렬적인 관계라는 시각도 

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전신인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시절인 1979년 10월 28일 

북한군 내 사로청 일꾼대회에서 김일성이 한 연설 중에  “나는 먼저 우리 당중앙

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이 대회에 참가한 인민

군대의 여러 사로청 일군들과 사로청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35) 라고 

하 는바, 여기서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및 김일성이 병렬로 

언급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2-3>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 지시, 명령, 결정

일   자 내                       용

1997.10.8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로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발표

1998.4.20 •공화국 창건 50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구호 발표

1998.9.5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 제의

1999.4.23
• 12월 5일 청년광산조업식에 인민군 군인들과 광산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2003.4 • 공화국 창건 55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공동명의로 발표

2003.8.31 • 당 중앙위원인 최인덕 조선인민군 차수의 부고 발표

2003.9.3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 제의

2005.10.9 •당 창건 60돐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근로자들을 축하

2007.2.5 • 선군혁명 선구자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2009.3.12 • 당 중앙위원인 김두남 조선인민군 대장의 부고 발표

2009.4.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제의

2010.2 •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구호 발표

출처: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1-19 (성남: 세

종연구소, 2011), p. 35.

또한 위 <표 2-3>에서 보듯이 중요한 군사 분야에서는 결정사항이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으로 발표 된 사실이 있다.

35) 김일성,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자(조선인민군 사로청일군

대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0월 28일)” 김일성저작집 3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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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0년 당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의 하부기관

이라면, 총비서가 굳이 중앙군사위원장을 맏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도적 체계가 

성립될 것이지만 이렇게 별도로 총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까지 겸직한 

면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와 동등한 위상을 갖는 독립적인 권력

기관이라고 보는 설명이다.36)

당중앙위원회
(당 제1비서: 김정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총정치국지도과)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과)

중앙당
조직지도부

(행정과)

중앙당
선전선동부

중앙당
간부부

중앙당
근로단체부

중앙당
군사부

총정치국 조직부
총
정
치
국

선
전
부

총
정
치
국

간
부
부

청
년
사
업
부

근
로
단
체
장

총
정
치
국

총
참
모
부

인
민
무
력
부

당생활지도과 간부과 행정과

인민무력부 당위원회
각 군사령부 당위원회
보위총국 당위원회
각 군단 당위원회 경

무
국

보
위
사
령
부

보
위
총
국사단 당위원회

연대 당위원회 <보기>

직접지도  

중대 당세포 업무통제

출처: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서울: 한울, 2011), p. 373 참고 재구성.

<그림 2-1> 북한의 군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체계

36)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1-19 (성남: 세종

연구소, 2011),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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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역할 관계

1. 국방위원회

북한은 1950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37)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를 통해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위원회’를 신설하 다.  동 정령에

서는  “비상한 시기에 전체인민들의 력량을 급속히 동원할 목적으로” 군사위원회에 

국내의 일체 주권을 집중시키고 전체 공민과 일체 주권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군사기관들로 하여금 군사위원회의 명령, 결정과 지시에 절대 복종토록 규정하 다. 

군사위원회가 당시 국가기구 중에  ‘결정과 명령’을 동시에 발령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다.38)  그 후 1972년에는 김일성 독재권력 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 다. 이 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

되었으며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산하에  ‘국방

위원회’를 비롯하여 6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는데 이중 국방위원회까지도 위원장은 

김일성이 겸직하 다.39) 

이러한 국방위원회는 1980년대 말부터 동유럽 국가들이 해체되자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서 중앙

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확대 개편하 다.40) 

이후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헌법에서는 

주석의 군사부문과 관련한 권한을 배제하여 국방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정하 다. 

이로써 북한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직책은 주석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즉 동 헌법에 의하면,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 기관 (헌법 제3절 제111조)’이 되며, 국방위원회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헌법 제3절 제113조)’하도록 하고 있다. 

김일성이 이처럼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격상 시킨 것은 김정일 조직비서에게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분을 가지고는 인민군대 밖에 통솔할 수 없다. 나라의 전반적 

37) ‘정령’은 1948년 북한 헌법 상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가 발령하는 법 문건의 한 형식으로 북한의 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정령’은 오직 최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서만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1. 
38)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2.
39) 권양주, “북한군 지휘체계의 특징과 취약점” 忘戰必危 好戰必亡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 287.
40)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5-4 (성남: 세종연구소, 

2015),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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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무력과 국방건설을 모두 맡아 보려면 국방위원회 위원장 사업을 맡아 볼 때가 

되었다.”41)라고 하 듯이 김정일에게 군사지휘권을 인계하기 위함이었다.

북한은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다시 격상하여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이라고 함으로써  ‘관리’ 분야를 포함시켰다. 즉 

개정된 헌법에 의해 국방위원회의 임무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첫째,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 건설사업 지도,  둘째, 중요군사 간부 임명 

또는 해임,  셋째, 군사칭호 제정,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넷째,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다섯째, 국방 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또는 폐지 등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곧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국방 분야 뿐 만 아니라 행정권도 

갖게 된 것이고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 

한다’고 하여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의 최

고직책’이라고 규정 하 다. 이는 국방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하는 국가기구 체

계를 개편하고  ‘군사국가’를 제도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당(黨)·정(政)·

군(軍) 복합체 성격이 강한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고, 당 중앙위원회 회의도 열

리지 않음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국가 체제’의 통치 원리가 유명무실 

하게 되었다.42) 

김정일의 뒤를 이은 김정은은 2012년 4월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올랐다. 

국방위원장 직위를 김정일에 돌리고 자신은 제1위원장으로 격을 낮추었으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도자이다.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의 총체를 지휘 통솔하여 사회주의 조선의 국가체계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 시키는 사업을 조직 

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다〉43)고 하여 북한의 일인 지배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41)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 계승 문제의 
빛나는 해결 p.236〜237. 

42) 고유환, “새로운 권력구도 개편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향”,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년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12년 10월 4일), p. 27.

43) 한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어떤 직책인가” 조선에 대한 

리해(정치)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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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방위원회의 구조와 위상 변천 (2015년 11월 30일 기준)

날 짜 내        용 비   고

1972. 
12. 27.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설치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 
(헌법개정)

1990. 
5. 26.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 독립기관으로 
설치(초대위원장: 김일성,  초대 제1부위원장: 
김정일, 부위원장: 김 주)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

1992. 
4. 9.

국가주석 다음 기관으로 격상, 주석과 국방위
원장의 겸직 조항 삭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 
(헌법개정)

1993. 
4. 9.

김정일, 제6대 국방위원장 취임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

1998. 
9. 5.

국가최고기관으로 격상, 국방위원장은 ‘국가
의 최고직책’으로 모든 무력을 지휘 통솔하고, 
국방 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규정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
의 (헌법개정)

2009. 
4. 9.

국방위원장의 권한 확대: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 한다’, ‘외국과의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라는 규정 등 
추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
의 (헌법개정)

2012. 
4. 13.

김정은-제1위원장 추대, 김정일- 원한 국방 
위원장 추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

2014. 
4. 9.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

출처: 헌법개정 내용 분석은 북한법제정보센터, http: // world. moleg. go. kr / KP / law / 

23273? astSeq=582; 그 외의 최고인민회의 내용은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 분석, 참고 

재구성.

이러한 국방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의 지도

• 국방 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 군사 칭호의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등44)

44) 권양주, “북한군 지휘체계의 특징과 취약점” 忘戰必危 好戰必亡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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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역할 관계 변화

북한 헌법 제11조에는 국방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되는 국가기구로서 

“조선로동당의 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또한 국방위원

회는 당 규약 제25조에 의거,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집행기관이 되며 당중앙군사

위원회의 지도 혹은 위임 하에서 활동 한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지난 1996년 

7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국 요새화’ 작업과 관련한 결정을 하달한 바 있으며 

이후 국방위원회는 1999년 1월과 4월 후방의 주민대피호 건설 등 요새화 건설 

촉구에 대한 국방위원회 명령을 하달하 다. 

또한 2004년 4월 7일 당중앙군사위원회 명의의 비 지시 문건인 “전시사업세칙”

에서는 “전시상태 때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나라의 모든 사업은 국방위원회에 

집중시킨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확인하 다. 따라서 국방위원장은 평시 당중앙

군사위원회의 지도와 위임 하에 북한 정규군 뿐 만 아니라 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에 대해 지휘통솔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45) 

한편 간부 임명권과 관련하여 1994년 10월에 개최되었던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리봉원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은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의 문제

점을 들어 김명국을 공격하 으나, 오히려 1995년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리봉원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거 되었다.46)  이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2009년 2월 11일 김 춘의 

인민무력부장 임명과 리 호의 총참모장 임명을 국방위원장과 당중앙군사위원장 

공동 명의로 발표함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회도 총참모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47) 

특히 전쟁준비에 필요한 지시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하달되고 인민군에 

대한 명령이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당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발령된다는 사실은 

군사작전과 관련된 사항도 기본적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48)

45) 고재홍, “북한군의 비상시·평시 군사 지휘체계 연구”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서울: 통일

연구원, 2005), pp.147〜148.
46)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테타를 하지 않나 (서울: 한울, 2003), p.142. 
47)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1-19 (성남: 세종

연구소, 2011), pp.32〜33.
48)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테타를 하지 않나 (서울: 한울, 2003),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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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공동 결정

일  시 내        용

1995.10.8
• 차수 → 원수 : 최광, 리을설

대장 → 차수 : 조명록, 리하일, 김 춘

1998.9.8 • 차수 칭호 수여 : 리용무, 김룡연

1998.9.26 • ‘인공위성’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을 위한 연회 개최

2002.4.13 • 대장 → 차수 : 장성우

2009.2.11
• 김 춘의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임명과 리 호의 조선인민군 총참
모장 임명

2009.2.19 •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민군 대장) 임명 : 오극렬

2010.12.24 • 김정일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9돐 경축 연회 개최

2014.8.11 • 중국군 지도부의 국방개혁을 지지할 것 지시

출처: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1-19 (성남: 

세종연구소, 2011), p. 33. 참고 재구성.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견상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약화되고 당중앙군사

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김정일이 생존해 있던 2010년, 

30년 만에 개정된 당 규약에 의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사업을 당 차원에서 

지도하며, 국방위원회는 무력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도록 규정하 다.49) 아울러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하여 당중앙군사 위원회를  ‘비상설 협의기구’에서 

‘상설 최고군사기관’으로 격상시켰다.  인원면에서도 제3차 당대표자회 이전까지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총 8명이었는데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19명으로 증원

하 으며,  2012년 12월까지도 일부 인원을 교체 및 확대하여 총 21명으로 구성함

으로써 2배 이상의 인적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50)

아울러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인사들 중에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던 조명록과 부위원장에 있던 오극렬,  리용무가 당중앙

군사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하 다.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던 주상성 인민보안

부장도 역시 당중앙군사위원회에는 들어가지 못하 다.51)

49) 유동열, “황병서가 2인자? 분권화로 본 북 권력지도”, 주간조선 2327호 (서울: 조선일보사, 
2014), p. 35.

50)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국제논총 제53집 2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p. 71.

51) 정성장(2011),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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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15년 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구성원 비교

당중앙군사위원회 (18) 국방위원회(10)

위원장 김정은 김정은

부위원장 황병서 황병서    리용무    오극렬

위 원

김경옥(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박 식(인민무력부장) 

서홍찬(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 길(총참모장)

김춘삼(총참모부 작전국장)

김 철(총참모부 정찰총국장)

최 호(항공 및 반항공 사령관)

리용주(해군사령관)

김락겸(전략군사령관)

김 복(11군단장)

윤정린(호위사령관)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조경철(보위국장)

리병철(기계공업부 제1부부장)

홍 칠(기계공업부부부장)

박 식(인민무력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리병철(기계공업부 제1부부장) 

조춘룡(제2경제위원장)

김춘섭(군수담당비서)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출처: 통일부, 정세분석국,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2014) (서울: 통일부 정세분석국,  2014), p. 

10, p. 45. / 통일부, 정보사령부, 정보본부 합동토의 결과 참고 재구성.

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도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은 국방위원회에 입성하 으나 

우동측 국가안전 보위부 제1부부장은 국방위원회에서 소환되었다. 이처럼 위원 

13명중 군령권을 보유한 총참모장까지도 국방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국방위원회의 위상 약화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2010년의 당규약에서  ‘상설 최고군사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또한, 구성원이 확충 되었다. 즉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은 

군 지도자가 당 간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과 당관료가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받아 당중앙군사위윈회에 참여하여 군사정책에 관여하는 경우로 보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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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변화 (2015년 11월 30일 현재)

제4차 당대표자 
회의

(2012.4.11)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2013.8.25)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2014.4.26)
현재

위원장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부위원장 최룡해 리 호 최룡해 황병서 리 길 황병서

위원

김정각 김 춘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 철 윤정린

주규창 최경성

장성택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

장성택 리 길

장정남 김 춘

변인선 김원홍

주규창 김경옥

김명식 리병철

최부일 김 철

윤정린 최경성 김

락겸 (김수길)
(서홍찬)

장정남 변인선

김원홍 김경옥

김명식 리병철

최부일 김 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겸 서홍찬

박정천 조경철

홍 칠

박 식 리 길

김원홍 최부일

김 철 리병철

김춘삼 김경옥

조경철 윤정린

서홍찬 김락겸

리용주 최 호

김 복 홍 칠

인원 19 19(?) 18 18

출처: 2015년 6월 전반기 통일부, 정보본부, 정보사 합동토의 결과 참고 재구성

한편 1980년 당규약 제27조에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 수행 

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 한다”52)고 규정하여 군사지휘권

(군령권)과 군사지도권(군정권) 모두를 인정하 으나,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지휘권을 삭제하 다. 반면 2010년 개정헌법 제102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53)고 규정하여 

지휘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군사 지휘권은 국방위원

장만이 일체 무력을  ‘직접지휘’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는 총참모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사령관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는 곧 북한군 전반을 지휘하기에 적절한 기구는 아니라는 뜻이다.54)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는 국방위원회 보다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월등히 다수 개최되었다. 즉 김정은은 주요 비상사태 시에 수시로 당중앙군사위원회 

52) 북한연구소 편(2010), p. 930.
53) 장명봉 편(2013) p. 67.
54)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5-4 (성남: 세종연구소, 

201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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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위기에 대처하 다.

<표 2-8>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개최

일 시 주   요   의   제 비     고

2012.2
(추정)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전투력 강화 및 지휘와
군 역할 격상 방안 제시

 * 2013년 3월 5일자 기록 화  “백두산 혁명강군의 새 전성
기를 펼쳐 주시어”에서 방

집권 후 최초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개최

2013.2.2

• 3차 핵실험 강행 의지 재 표출 및 대북 군사적 시위에 대한 
반발과 자위권 천명

• 조직문제 토의
• 2013. 2. 12 제3차 핵 실험 강행 사전 준비

UN 대북제재
결의안 2087
 (1.23) 

2013.8.25
•군 혁명무력의 전투력 상승과 나라의 방위력 수호를 위한 
실천적 문제

• 조직문제 토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2014.3.16
• 2013년 사업분석, 2014년 군 과업 방도 제시
• 군에 대한 당의 유일적 군체계 확립 
• 싸움준비와 전투력 강화 

키 리졸브 훈련 
단거리 미사일 
발사(3.16)

2014.4.27
•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군 완성
• 훈련제일주의 구호-백두산 훈련 열풍 강조
• 총정치국의 조직문제 질책(1군단 포병사격 성과저조 질책)

한미 정상 회담
(4.25)

2015.2.23
•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중요한 전략적 문제 토의
• 2014년 군 사업 분석 총화, 2015년 군 투쟁방향 제시
• 조직문제 취급

키 리졸브 훈련 
대응

2015.8.21

• 지뢰도발에 따른 대응포병사격에 대한 대책 논의
•총참모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48시간내 중단 통보에 대한 
결심 승인

• 전선사령부 반타격 공격작전계획 비준

비상확대회의

2015.8.28
• 8.25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분석
• 나선시 홍수피해에 군 투입 결정
• 조직문제 토론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이후의 대책 
토의

출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참고 재구성.

반면에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5년 10월 현재까지 국방위원회 개최 사실 공개

보도는 없는 실정이다. 물론 국방위원회 회의가 실제로는 개최되었으나 보도를 

제한한 것인지는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국방위원회는 대내외적으로 성명 

발표시에만 기구의 모습이 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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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김정은 집권 이후 국방위원회 성명 발표

일시 주   요   내  용 발표사유

2012
2.25

민족반역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들을 매장해 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2012
7.29 미국과 쥐새끼 역적 패당의 특대형 정치 테러 행위에 분노

전 철, 동까모 
실체 폭로

2012
10.9

남조선 괴뢰들이 10.7일 끝끝내 그 무슨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을 세상에 공개

남한의 미사일 
지침 개정 

2013
4.18

대화와 협상을 위해 유엔 제재 철회, 핵전쟁 연습 중지, 핵전쟁
수단들 전면 철수 

4.11 통일부 장관 
대화 제의

2013
10.4

박근혜와 그 일당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을 
하지 말아야 함

국군의 날 대통령 
기념사

2014
2.6

대화와 침략전쟁연습, 화해와 대결 소동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음

키 리졸브 훈련 중단 
또는 축소 압박

2014
4.28 오바마의 남조선 행각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 밝힘

오바마 대통령 
방한 (4.25〜26)

2014
10.25

미국이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날강도적인 책동
에서 그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음

북핵 폐기 요구, 
제재조치

2014
11.15

북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괴뢰 당국의 
무책임한 입장 때문

남북 고위급 접촉 
불발

2014
11.23

미국이 유엔 무대 더럽히면서 끝끝내 대조선 인권 결의 조작
해 내는 망동 저지름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통과

2014
12.21

미국의 쏘니 픽쳐스가 조선 최고 존엄 모독한 것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

미 소니사 ‘더 
인터뷰’ 상

2015
1.7

미국의 집권 세력이 대조선 적대시 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음

미 대통령 행정 
명령 공표

2015
1.25

현 북남 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간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책동 때문 

탈북단체 풍선
날리기

2015
2.4

미국 백악관 등이 극도의 대조선 대결 광증에 들떠 있어 
미-북간 대결은 불가피

미 추가 제재 및 
연합 훈련

2015
5.20

미국 워싱턴 등에서 삐뚤어진 심사 뱉어낸 악청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음

북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

2015
5.24

남조선 리명박 역도가 5.24 조치 조작한 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 음

5.24 조치 5주년

2015
6.3

민족을 세균전의 대찹변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제의 천인
공노할 흉계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남

연합사 탄저균 배달

2015
6.25

미국이 침략전쟁의 불집 터뜨린 때로부터 65년이라는 세월이
흘 음

6.25 발발일

2015
8.15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을 
은폐하고 있음

을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

출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참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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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국방위원회가 전혀 무시되는 것도 아니다. 김정은은 선군정치 계승을 

표방하고 있어 군부를 직할 통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국방위원회 

만큼은 당적 지도와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로 

계속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주로 군수공업의 관장, 군인들을 동원한 대규모 

경제 건설, 국가 국방기관인 인민무력부장의 임명 또는 해임, 전시 주민동원과 

국가 경제의 전시 체제로의 전환 등 전투와 전쟁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다.55)

따라서 김정은은 통치기구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양대 기구의 장점적인 요소를 조합하여 여건에 따라 적절히 역할을 

조정하는 군부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위원회

호위사령부 보위국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정

규

군

단

기

계

화

군

단

평

양

방

어

사

령

부

국

경

경

비

사

령

부


 

군

단

미

사

일

지

도

국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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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부, 2010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서울: 통일부 정세분석국, 2011), p. 205.

<그림 2-2>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관계

55)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1-19 (성남: 세종

연구소, 2011),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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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앙군사위원회와 최고사령관의 역할 관계

1. 최고사령부

김정은은 후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黨)·정(政)·군(軍)을 대표하는 비서· 

국방위원장·최고사령관의 3대 직책 중에서 공식적으로는 ‘최고사령관’직에 우선

적으로 등극 하 다.  국가 급변사태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부의 완전한 장악

이었기에 이를 위한 긴급 조치로 보여진다.56) 그만큼 북한사회에서의 군부장악은 

3대 세습정권 유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과제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최고사령관 직위는 6.25전쟁 시기에 긴박한 전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의 ‘집체적 지도’ 보다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일지도 형태의 

‘전시비상 기구’가 필요하여 신설되었다.57)  

<그림 2-3> 6․25전쟁 발발 이후 조선인민군 지휘체계

출처: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3), p. 83.

56) 김창희, 북한정치와 김정은 (파주: 법문사, 2013), p. 144.
57) 고승현, “시나리오 III 김정일 유고! 파워게임 카운트다운”, 신동아 통권 566호 (서울: 동아

일보사, 2006), pp. 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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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고사령부는 북한군의 남침 이후, 미국의 참전이 확실시 되자 북한은 뒤늦게 

1950년 7월 1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동원령’을 선포, 전쟁이 본격화되기에 

이르 고, 이에 소련 군사고문단 및 북한 지도부는 전쟁 승리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접고,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북한군의 전쟁지휘체계를 대폭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58) 그리하여 최고사령부는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전시 상태에서  ‘전반적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는 

기구’로 조직되었으며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에 임명하 다.59)  당시 최고사령관 

권한은 총참모부와 민족보위성 뿐 만 아니라 인민군 내 정치기관인 총정치국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60) 

이러한 최고사령부는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향력을 발휘하는 시점부터 역할이 

확대 되었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가 아닌 당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었기에 

최고사령관은 당 기구로서의 성격을 공식화하 다.61) 이러한 최고사령관은 유일 

지배체제 하에서 오직 수령 1인이 인민군을 자의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 

권한을 부여해 준 직책이었다.62) 

김정은 시대의 최고사령관 위상과 역할 역시 김정일 시대와 다르지 않다. 2013년 

3월 29일,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최고사령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 

타격 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이 로동신문에 공개 되었는데 

여기서 최고사령부 구성원들이 노출 되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총참모장(현 철), 

총참모부 작전국장(리 길), 정찰총국장(김 철), 전략로켓트군 사령관(김락겸)

으로서63) 전투를 수행하는 정보, 작전분야 고위 군부 인사가 참여하 다.

특히 북한의 군체계와 관련하여 〈조선의 령군체계는 무엇보다 먼저 전군이 

58) 고재홍, “북한군의 비상시·평시 군사지휘체계 연구”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서울: 통일

연구원, 2005), p. 131.
59)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1 pp. 187〜189.
60) 김일성, “모범중대를 육성할 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166호, 1952년 3월 

26일),” 김일성 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116〜118.
61)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62.
62)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명령지휘체계는 군사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최고사령관에게 

집중시키고 최고사령관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이다. 김정일 최고사령관께서 
하라는 대로만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요구와 의도, 구상이 매 병사들에 이르기

까지의 전군의 행동원칙이고 규준이 된다.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명령지휘체계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이다.”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p. 142〜143.

63) 로동신문, 2013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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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령관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의 체계

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전군에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 로동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여 김정은 시기에는 최고사령관이 

군령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64) 최고사령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최고사령관

• 북한군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하는 직책
• 북한군에 대한 지휘와 지도는 일반적으로 ‘최고사령관’ 명의로 
이루어짐

• “한 나라의 전체 무력을 총지휘하고 통솔하는 직무 또는 그 직무에 
있는 사람”;  “조선인민군을 총책임 지시고 령도 하시는 분 또는 
그 직위”(조선말대사전 2, 1992)

최고사령부
• 북한군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 기구
• “전반적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는 기구”(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950년 7월 4일)65)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사령부 역할 변화의 또다른 특징은 대남 수사적 위협에 

직접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2년 3월 2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하여  “인천의 군 부대에서 감히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어 놓고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글까지 뻐젓이 써 붙이는 천하에 무도한 

망탕짓을 벌려 놓고 있다”고 비난하 다. 이어  “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 

버리기 위한 우리식의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리게 될 것”이라고 하 다.66)  또한 

2012년 4월 23일에도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 소조가 남한 측에 통고한 내용으로서 

“......동아일보, KBS, MBC, YTN, 등에 우리 혁명 무력의 특별행동은......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 

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 

하 다.67) 특히 북한의 제3차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및 한-미 합동군사

훈련에 대해 김 철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전선집단군을 비롯한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케트군 부대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들은 

64) 한수 , “조선의 령군체계는 어떠한가” 조선에 대한 리해(군사)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p. 11.

65)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1-19 (성남: 세종

연구소, 2011), p. 44. 
66) 로동신문, 2012년 3월 3일.
67) 백승주, “생화학무기로 서울 한복판 테러?” 시사저널 1176호(서울: 시사저널사, 201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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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최종 수표하신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68)라고 위협하 는데 여기서, 최고사령부가 대남 위협에 직접 

등장한 것과 함께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와 같은 민간무력까지도 최고사령

부가 직접 지휘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2015년 8월 25일의 남북고위급 

접촉이 타결되기 직전에도 최고 사령부는  ‘긴급보도’ 형식을 통하여  <48시간 

이내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는 총참모부의 최후통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분별 있게 처신할 것> 등으로 압박하 다.69)

한편 2015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 시 근위 1여단장 노경준 

대좌는 녹색 계급장의 인민보안부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2015녀 10월 9일 

당 창건 70주년 중앙보고대회시에는 적색 계급장의 육군 복장을 착용한 것이 노출

되었다.70) 따라서 근위 1여단71)은 소속이 인민보안부에서 최고사령부 직속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최고사령부에서 중요한 공사들까지도 직접 

관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명의로 당창건 70주년 행사에 참가했던 공훈

국가 합창단과 모란봉 악단의 지휘관및 예술인들의 진급을 발령한 것이다.72) 이는 

최고사령부가 선전선동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최고사령관은 

68)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6일.
69) “......지금 우리는 남조선 괴뢰 국방부가 48시간 안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전면 철수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 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무모한 도발 광기는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남조선 괴뢰 군부호전광들은 격노한 아군 전선련합부대 장병

들의 보복 열기를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8월 

21일.  
70) 조선중앙TV, 2015년 10월 9일.
71) 근위 1여단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 김책공대 교원주택 건설, 평양 육아원·애육원 등 김정은

이 주요 치적으로 선전하는 공사를 담당하 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7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04호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 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군사 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 :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친히 

조직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어 위력하고 관록있는 합창단으로 강화발전된 

공훈국가합창단은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 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방사포의 일제사격

과도 같은 위력한 노래포성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 으며,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

들을 조국결사 수호전, 강성국가건설대전에로 총궐기시키는데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다. 당의 

문예정책관철의 척후대, 우리 당 사상문화전선의 제일 기수인 모란봉 악단은 당의 목소리로 

시대와 사회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충직한 예술집단으로서 주체 100년대의 

력사적 진군길에 자기의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부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

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비약에로 산악같이 불러

일으켰으며 온 사회에 혁신과 전진의 기상이 맥박치도록 하는데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다.....” 
로동신문, 2015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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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사칭호를 올려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최고사령부의 역할 관계 변화

‘조선중앙연감, 1989’의 당 기구표에서는 최고사령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으로 되어 있지만73) 김일성은 최고사령관을 김정일에게 이양한 다음 날, 자신은 

이제부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아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고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 한 바 있다.74) 이를 보면 최고사령관은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위치이다. 다시 말해 국방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위치이지만 최고사령관은 단지 조언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최고사령관 자신이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나 당중앙 

군사위원회의 경우 집단지도 형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에 최고사령관은 신속한 

결정과 집행을 위해 단일적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최고

사령관이라는 직책도 당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다는 점에서 당내 내부 규정에 의해 

제한 받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75)  

김정은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직책과 최고사령관 직책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입장에서 군사정책에 중요정책을 결정

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여기서 수립된 군사정책은 바로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총정치국에 하달되어 정책을 집행하도록 각 급 

제대를 지휘통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2015년 8월 28일 개최된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8.25 남북 고위접촉에 대한 과정을 자체 평가하 고 

또한 나선시 홍수피해 대책에 부심하여 군을 투입하도록 결정하 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 박 식 인민무력부장을 책임으로 하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가동 하 는데 이는 곧 인민무력부를 통제하고 있는 최고사령관에 의해 복구 지휘부 

구성 명령이 하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김정은의 경우는 즉흥적인 성격속에서 

북한의 제반 통치 행위가 수령 1인에 의해 작동하는 만큼 본인의 자의성에 의하여 

굳이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최고사령관 직책으로 군사적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73)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1989, pp. 123〜124. 
74) 김일성, “인민군대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91), p. 261.
75)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78.



38 신진연구논문집

제4절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부의 역할 관계

북한에서 2010년에 발간된  우리당의 선군사상에 의하면  ‘전반적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 사령관의 유일적 도체계’는  “혁명군대만이 아니라 민간무력도 포함

하여 혁명무력 전반을 지휘 통솔하는 수령의 유일적 도체계”이다.  또한  “혁명

무력에 대한 통솔권은 오직 최고사령관만 가지며 그 어느 개별적인 사람이 혁명

무력에 대하여 제 마음대로 지시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도체계를 철저히 수립하기 위해  “군사활동

에서 제기되는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들을 최고사령관에게 집중시키고 최고 

사령관의 결론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76) 

또한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기구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가,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 뿐 아니라 중요 군사간부들에 대한 임명권,  전시상태와 비상사태 선포권, 

동원령 선포권,  특사권,  중요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폐기권, 명령하달권 등을 

행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77) 여기서 최고사령관이 지휘통솔하는  ‘혁명군대와 

민간무력을 포함한 혁명무력 전반’과 국방위원회위원장이 지휘통솔하는  ‘국가의 

일체무력’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행정기관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행정기관은 집권당인 

로동당의 지도하에 당의 정책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니라 당의 지도를 받는다78)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헌을 

보면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군대와 

민간 무력에 대한 국방위원장의 지휘통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79) 

군 간부들에 대한 인사면에서도 소장부터 대장까지의 장성급 인사는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대장 계급보다 더 높은 차수와 원수 계급의 수여는 

일반적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공동결정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국방위원회 단독 결정으로 차수 계급 수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이다.80) 

76) 박혁철·리홍수·서성일, 우리 당의 선군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pp. 151〜162.
77) 박혁철·리홍수·서성일, 우리 당의 선군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p. 158.
78)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pp. 324〜329. 
79) 박혁철·리홍수·서성일, 우리 당의 선군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pp. 157〜162.
80)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pp. 37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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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주요직책 인사와 관련하여 국방위원장 명의로 군사행정기구인 인민

무력부와 공안 기관들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는 이루어져도81)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나 총참모장에 대한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사령관이 지휘 통솔하는  ‘혁명 군대와 민간 무력을 포함한 

혁명무력 전반’은 기본적으로 국방위원장이 지휘통솔하는 인민무력부,  국가안전

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을 제외한 북한군과 민간무력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해석 할 수 있다.82) 

한편 김정일 시대에 공개된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비교해 보면 

양대 기구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위원장 명의의 명령으로는 1995년 11월 

금강산 발전소 1단계 공사를 1996년 초까지 완공할 데 대한 명령, 1998년 7월 강원도 

토지정리사업 명령, 1998년 10월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 한 명령과 

2000년 환원 명령, 1999년 1월 주민대피호 건설 등 후방의 요새화 건설 명령,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촉구 명령, 2002년 3월 군복무 미실시자 군사복무 명령과 7월의 

평양시 보수사업 명령 등이 있다. 이들 명령의 특징은 북한 정규군이나 민간 무력에 

대한 작전·지휘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주로 경제·군사·사회 분야의 국방건설 동원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고사령관 명령은 우선 20여회에 달하는 북한군 장령급 승진명령을 비롯

하여 북한군의 경례법 수정명령, 음주운전 금지 및 주자 처벌 명령, 구타금지와 

대민관계 훼손 금지 명령, 군사학교 창립기념 명령, 군사교육 강화 명령, 국방위원장 

명령에 의한 발전소 건설이나 모내기 사업 등 국방 경제 건설에 동원된 병력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명령 등등, 북한  ‘인민군’을 책임지고, 대민관계에서 북한군을 

대표하는 명령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83)

한편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직에 추대하기 전인 199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김정일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에 추대하 다. 그리고 김정은의 

경우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추대하기 전인 201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에 추대하 다. 만약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직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나 제1위원장이 자동적으로 겸직하는 직책이라면 

최고사령관직 추대와 국방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1위원장 추대 절차를 별도로 진행

81)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p. 379.
82)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5-4 (성남: 세종연구소, 

2015), p. 45.
83)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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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84) 

조선로동당 국방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최고사령관

일체 무력

조선인민군 기타 무력

⇩
조선로동당 국방위원장

겸직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지휘)

최고사령관

일체 무력

조선인민군 기타 무력

출처: 권양주, “김정은 정권의 군 통치 체제와 군의 역할 전망”, 주간 국방논단 제1422호(한국 

국방연구원, 2012), pp. 3〜5 참고 재구성.

<그림 2-4> 최고사령관의 지휘관계 변화

즉 북한에서 국방위원장의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라는 표현은 

국가 군사기구들인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를 지휘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이라는 의미이지 인민군을 지휘·통솔하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의미는 

84)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은 로동당 규약을 개정해 조선로동당 

제1비서가 자동적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은 

김정은의 당 제1비서 추대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추대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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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국방위원회에 인민무력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인민보안부장은 들어가 

있지만, 현재 인민군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는 총참모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국방위원회가 군대를 지휘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이다.85)

제5절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의 역할 관계

1. 인민무력부

북한 인민무력부는 인민군 창설 전인 1948년 2월 4일 군에 대한 행정적 통제부서

로서  ‘민족보위국’을 신설한 것이 출발이다. 이후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이 

선포되고 내각 부서로서  ‘민족보위성’이 설치되었으며 이 민족보위성은 주로 

후방사업을 담당 하 다.86) 그러나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 제정 때에, 국가주석

제와 당·정 연합체인 중앙인민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민족보위성은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인민무력부로 바뀌었다. 

이러한 인민무력부는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 회의 시에 정무원 

산하에서 중앙인민 위원회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1992년 헌법의 수정

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격상됨에 따라 인민무력부는 군사

업무의 집행기구로서 국방위원회 산하기관이 되었다.87) 이 시기 즉 오진우가 인민

무력부장이던 시절에는 군령권과 군정권 뿐 만 아니라 총정치국 업무까지 관장하여 

역대 인민무력부장 중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 다.88) 

그러나 김정일 집권 이후 인민무력부는 1998년 9월 헌법 개정 시 정무원이 내각

으로 개편되면서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고 이후 2000년 9월에 다시 인민무력부로 

환원되었다. 이는 인민무력성이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성’

이란 명칭 때문에 다른 내각부서와 동일시되는 것을 피하고 국방위원회 직속의 

기구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89) 

85)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5-4 (성남: 세종연구소, 
2015), p. 48. 

86) 김일성,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도내무부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8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p.75〜85.
87) 정 태, “김정일 정권하 정치군사체계 특성과 변화 전망”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6.
88) 유동열, “황병서가 2인자? 분권화로 본 북 권력지도”, 주간조선 2327호 (서울: 조선일보사, 

2014), p. 35.
89)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04호(2000.9.9.〜9.15), (서울: 통일부, 200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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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무력부는 북한군에 대한 군 행정 및 군수지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편제 구성에서 종합계획국, 군수계획국, 

대렬보충국, 군사건설국, 재정국, 장비국, 군사대외사업국90)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나타난다91)  따라서 인민무력부는 북한군에 대한 보급 지원과 대외 군사외교 

활동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의 관계 변화

국방위원회는 1990년에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의 하나 다가 중앙인민

위원회로부터 독립하면서 오히려 중앙인민위원회의 상위 국가 기구로 격상됐다. 

이 때 국방위원회 산하 기구인 인민무력부도 다시 한 단계 위상이 올라서게 되었다.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이 되는 근거는 1992년 제1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다’라는 규정이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격상이 결정된 1990년부터 인민

무력부는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이 됐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92) 따라서 인민

무력부장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침에 의거 군사 행정 부분을 담당한다. 

특히 인민무력부장은 군사문제의 대외업무 부분에서 국방위원회위원장의 지시 

하에 움직인다. 김정일 통치시기에 제1차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 시93)에는 조성태 

국방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제주에서 만났었고, 제2차 회담94)시에는 2007년 

평양에서 김장수 장관과 대좌하여 역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대남 군사협상을 

주도 하 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군사 분야의 대남업무는 김 철 정찰총국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에게 넘겨 주게 되고, 인민무력부는 해외 군사외교 분야에 주력

90) 군사대외사업국은 북한군의 군사외교활동을 담당하는 바, 2015년 7월 30일에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측에서 8월 1일의 중국 건군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 을 시, 안 기 인민부력부 
군사대외사업국장이 참가하 다고 중국 대사관에서 발표하 다. 로동신문 2015년 8월 

2일.
91)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9.
92)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테타를 하지 않나 (서울: 한울, 2003), p.190.
93)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에서 채택된 6·15 북남공동선언리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사이의 회담이 25일
부터 26일 사이에 남측 제주도에서 진행되 다......” [북남인민무력부장급회담과 관련한 공동

보도문(9월 26일)], 조선중앙통신, 2000년 9월 26일. 
94)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 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조선중앙

통신, 200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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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 철 인민무력부장은 처형되기 전에 2015년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여  ‘제4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가

하 고, 이 때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항공기와 항공부속품의 도입을 추진하

으나 협상이 무산되어 그 실패에 대한 책임도 현 철 처형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95) 

제6절 총정치국과 총참모부의 역할 관계

1. 총정치국

총정치국은 6.25전쟁 중인 1950년 10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장교회에서 민족

보위성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96) 각급 문화부를 정치부로 각각 개편하여 

출발하 다. 그리하여 중대에는 당 세포를 조직하 고,  대대에는 대대 당위원회를 

설치하 으며, 연대에는 연대 당위원회를 구성하 다. 사단과 군단급의 경우 당 

조직 문제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당꼬미시야’97)를 설치하 다.  

1968년말 김일성은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대남총책 허봉학 등의 군 고위인사 

들을 당 정책의 불이행, 군벌 관료주의화의 명분으로 숙청하 다. 김일성은 김정일 

후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이들이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직시하고는 군부가 

정치적 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함을 

절감한 것이었다. 이에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에 대한 당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단과 연대에 당이 지도하는 ‘정치위원’을 파견하기 시작하 다. 이후 

이듬해인 1969년 11월 7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에서 각 집단군, 군단에  ‘조직

부장’을 파견하 다.98) 이에 따라 전군에  ‘정치장교제’가 실행되었고, 김정일은 

이러한  ‘정치장교’의 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95) 북한 이탈 주민 인터뷰 참조.
96) 김일성은 “인민군대내에 당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의 령도를 실현하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잘 하지 못하 고 특히 후퇴과정을 통하여 군대내 당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 다”고 말하 다.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1980), p. 145. 
97) 이는 사단과 군단, 총정치국에서 당조직 문제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운 되던 비상설위원회

이다. 백학순, “북한정치에서의 군대”, 세종정책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11), pp. 19~21.
98) 김일성, “인민군대의 당조직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집단군, 군단정치부 조직

부장들을 파견하면서 한 연설, 1969년 11월 7일)”, 김일성저작집 24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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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대에 정치장교 제도를 전반적으로 내오도록 하신 것은 정치기관들의 권위를 

높이고 당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당의 군사 로선과 방침들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정당한 조치입니다....일부 지휘관들 속에서 지금 있는 정치부장이나 정치

부련대장은 무엇이고 정치장교는 무엇인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치부장, 정치부련대장과 정치장교는 임무와 역할이 다릅니다. 정치부장이나 정치

부련대장은 당 일꾼이고 정치일꾼이지만 당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장교는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입니다. 정치장교는 해당 부대의 당 및 정치책임자로서 

지휘관의 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할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장교는 군사지휘관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는 결론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저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장교

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99)

총정치국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 향력을 확대하 다. 김정일은 1975년부터 

총정치국 업무 형식 중 보고체계를 새롭게 하여 김일성에게 결재 상신하는 보고를 

직접 올리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사전에 자신을 경유하도록 하 다. 동시에 총정치

국에서 내려 보내거나 올라 오는 모든 문건도 자신을 통하여 김일성에게 보고하도록 

하 다.100) 특히 군과 관련된 모든 기관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여 총정치

국의 동향보고와 함께 총참모부도 참모계통을 통한 보고를 하도록 하 다. 아울러 

보위계통에서도 김정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3선 보고체계’를 구축 하 다. 

이렇게 하여 1975년부터는 김정일에 의한 군부 통제가 실질적으로 구축되었다. 

북한의 2010년 개정된 당규약에도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 기관을 조직

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중앙위원회 부

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또한 인민군 각급 부대

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

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 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 

99)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1월 19일)”, 김정일

선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pp. 420〜421.
100) 김정일, “당 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

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2월 28일)”, 김정일선집
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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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01)〉고 명시하여 정치위원에 의한 부대 통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총정치국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임무 역을 더욱 확대하면서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총정치국은 선군에서 선당으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 는데 특히 민간인 최룡해를 파격적으로 총정치국장 자리에 앉혀서 군부를 

감시토록 하 다. 그의 뒤를 이은 황병서 역시 군부 인사가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군부 엘리트의 인사를 관장하던 인물로서 그는 군부는 물론 대남 

분야와 국정 전반에서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 총참모부

북한에서 총참모부 용어의 등장은 김일성이 1951년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제2차 

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나타나고 있다.102) 즉 6.25 전쟁 시기에 총참모부는 

최고사령부 예하 조직으로서 인민군을 직접 지휘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기구로 

출발하 다.103) 그러다가 6.25 이후에는 최고사령부와 최고사령관직의 존재 이유가 

줄어들게 되어, 총참모부가 군을 대표한 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하 고, 1975년 10월에 

최고사령부가 재창설될 시기까지 총참모부는 군에 대한 최고 지도 임무를 수행

하 다.104) 

김정일 시대에 총참모부는 형식상 인민무력부에 속한 것으로 보여진다. 1995년 

김정일이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작전국장은 나의 작전국장”이라고 한 사실105)에서 

소속이 밝혀졌다.  

또한 총참모부에는 형식상 정찰총국이 가세하여 향력이 확대되었다. 정찰

총국은 당의 작전부와 대외정보조사부(35호실), 군의 정찰국을 통합하여 2009년 

출범했다.106) 예하에 정찰국, 작전국, 해외정보국, 정책국, 기술국 등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 등의 비 공작도 수행한다. 정찰총국은 대외적으로 총참모부 

101) 북한연구소 편, 2010년 개정 당규약 제7장 조선인민군안의 당 조직 북한총람: 2003〜
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0), p.949.

102)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당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제2차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1년 3월 18일),”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p.352〜365.
103)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5-4 (성남: 세종

연구소, 2015), p. 15.
104) 고재홍,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 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p. 10. 
105) 정 태, “김정일 정권하 정치군사체계 특성과 변화 전망”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7.
106) 박형중, “김정은 권력 정착과정에서의 군부 동향”, Online Series CO 13-23 (서울: 통일

연구원, 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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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고 정찰총국장이 부총참모장도 겸임하고 있으나 대남공작 사업에 대해서는 

총참모장이 아닌 김정은의 직접 지휘를 받는 독립부서이다.107) 

김정은 집권 이후 총참모부는 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는 부서로서 인민

무력부장의 지휘를 받기 보다는 최고사령관의 지휘를 직접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참모부는 북한의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트군 등의 

실 병력을 산하에 두고 군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108) 이러한 지휘는 대부대 운용

부터 말단부대의 움직임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총참모부에서는 하위급 전 

부대를 대상으로 ① 감시근무에서 상황 관리 긴장하게 할 것 ② 각종 사고와 규율 

위반 금지 ③ 월남 및 도주 방지 ④ 인명피해 사고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 는데109) 

이는 평시에 실무부대의 전반적 운용에 대해서 총참모부가 지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한편 총참모부는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회담 직전에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하여 이를 48시간 이내에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을 감행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통지문을 발송하 는바,110) 대남 관계와 관련하여 군사적인 면에서의 

전투수행과 작전적 운용에 관한 사항은 총참모부가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총참모부는 총참모장 휘하에 수 명의 부총참모장을 두고 있으며 참모부와 

직속부대를 편제로 보유하고 있다. 참모부서는 작전국, 전투훈련국, 통신국 등의 

‘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111) 각  ‘국’은 부, 처, 과, 실로 세분화 되어 있고, 직속

부대는 북한 인민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거나 최고사령부의 작전임무 수행을 

직접 보좌하는 각각 다른 병종의 군부대들로써 혼성 군단급에 속한다.112) 이러한 

총참모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지상군, 해·공군 등 모든 무력의 군사작전 지휘권(군령) 행사

• 최고사령관에게 일일 군사보고 체계 유지(한국군 동향, 북한군 주요 훈련, 북한군 

107) 유동열, “황병서가 2인자? 분권화로 본 북 권력지도”, 주간조선 2327호 (서울: 조선일보사, 
2014), p. 36.

108) 유동열, “황병서가 2인자? 분권화로 본 북 권력지도”, 주간조선 2327호 (서울: 조선일보사, 
2014), p. 36.

109) 북한 이탈주민 진술
110) 경향신문, 2015년 8월 21일. 
111)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9.
112) 정 태, “김정일 정권하 정치군사체계 특성과 변화 전망”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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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등등)

• 최고사령관 명령, 지시와 국방위원회 명령을 작성, 하달

• 전략적인 작전 수행 및 전투임무 수립

• 군단, 사단에 대한 전투임무 수행 정형과 전쟁준비 상태 및 군사규율 상태 

검열113)

3. 총정치국과 총참모부의 갈등 

북한군의 가장 큰 특징은 군의 이원화 구조를 떠올린다. 즉 각 제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고, 이들 지휘관을 감시하는 정치장교들이 동시에 병렬 구조를 형성한다. 

북한군 총정치국 소속 정치장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는 감시 

활동으로서 반당·반혁명 활동 및 군사규율 위반 여부와 최고사령관 지시의 이행 

실태를 감시하는 것이다.114) 즉 반탐, 예방, 교육, 건의, 지도 등을 담당하여 부대 내 

정치위원의 권한과 역할이 구석구석 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에 따라 

지휘관들과 간부들의 반당·반혁명적 행동, 돌발적 모의, 지휘관 독단의 부대활동 

등은 현 체제 하에서는 거의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정치위원들은 지휘관의 

작전계획 수립, 훈련계획 구상에서부터 간부들의 성향, 업무 태도, 당에 대한 충성도 

등을 포함하여 개인 신상 부분, 출퇴근 문제, 휴가시의 움직임, 사고예방 활동 등과 

심지어 부인들의 동선(動線)까지 광범위한 역에서 간부들을 감시한다.115) 따라서 

이들에 의한 활동에서 1차적으로 군부통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유일사상을 직접 교육하는  ‘사상교육’의 담당이다.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외부와 직접적인 접촉이 단절되어 있고,  일제 식민지 점령 이후 자유주의와 민주

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체계에서 조선왕조 시대의 왕정 풍속을 그대로 답습 

하 기에 유일사상이 뿌리 내리기 용이한 토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다른 장애 

없이 일반 주민들에게 체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총참모부의 지휘를 받고, 정치장교들은 총정치국의 통제를 

받는다. 문제는 해당 제대별로 지휘관 보다 계급이 낮은 정치장교들이 다양한 감시

수단을 활용하여 지휘관과 부대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간섭하게 되니, 양자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는다. 즉 정치장교에게는 부대 내 제반 문제에 관하여 지휘관과 

113)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14) 고재홍, “북한군 창설기 문화군관의 지위와 역할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북한

연구학회, 2004), p. 32.
115) KBS 뉴스라인 방송, 201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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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지위가 부여되어 지휘관의 결정 사항은 정치장교의 결재가 있어야만 실행

되도록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주요 군사 활동은 당위원회에서 토의한 다음, 

부대 지휘관과 정치장교, 참모장 3인의 서명이 있은 후에야 현안이 실행되고 있다. 

총참모부는 전쟁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전투력 향상 등에 주력하면서 김정은의 

수시 현지지도 방문과 불시 작전태세 점검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각종 공사에 

군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또한 총정치국이 주관하는 사상교육, 생활총화, 선전선동 

TV시청 등에 의해 정상적인 부대활동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서 총정치국에 

대한 불만을 내포하고 있다.116)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군내에서는 

총정치국에 대한 총참모부의 불만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국, 북한군은 

지휘관과 함께 정치책임자인 정치장교가 부대내 업무를 공동 결정하도록 하는 

이원적 체계로 운 되고 있어 이들 사이의 갈등은 상수로 나타나고 있다.

제3장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방식

제1절 군에 대한 당 우위 통제 확립

김정은 정권이 조선로동당으로 권력을 복원시키려는 의도는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선전 하는 당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17) 김정은이 비공식적으로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명된 2009년 1월 이후 북한에서는 당의 령도적 역할과 관련하여  ‘향도의 

당’이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향도의 당’은 당의 향도적· 도적 

역할과 후계자 김정은을 지칭하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1974년 2월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한 이후 사용한  ‘당중앙’이란 용어가 

당의 중앙이라는 의미와 함께 김정일을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

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8)  

이러한 조선로동당의 부활 조짐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감지되었다. 

당시 당 대표자회에서는 대부분 빈자리 던 정치국과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결원을 거의 빈틈없이 채워 1993년 12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주요 당 행사 

116)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17) 최진욱·한기범·장용석, 김정은 정권의 정책 전망 연구총서 12-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53.
118) 고유환(2011), pp.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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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던 로동당의 정치력 회복을 보여 주고 있다.119)  

2012년 4월에는 제4차 당 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당 제1비서로 

추대하 고 2012년 7월 15일에는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 호 전 총참모장 

해임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위세를 확인하 다. 

이처럼 군의 상징 인물을 숙청하면서, 당에 의한 군부 통제가 가시화되었다. 2012년 

11월 12일자 로동 신문에서는 군에 대한 당의 령도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 

있다.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오늘 진보적인 나라들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여야 군대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자본주의 복귀의 길에 들어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지 

못한데 있다. …120) 

우선 당우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내에서 군부 

인물의 등용을 제한하기 시작하 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로동당 기구들 중에서도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향력을 발휘하는 당의 핵심조직으로 

부상하 기에121) 이 기구에서부터 군부 충원을 축소한 것이다. 즉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오랫동안 총참모장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지위를, 인민무력

부장과 인민보안부장은 정치국 위원 지위를 부여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3월 

31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부터 현 철 전 총참모장과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은 단지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 다. 리 길 

총참모장도 2014년 4월 8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

위원직 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2) 

119) 2013년부터는 당세포비서대회가 개최되었고(1월 28일〜29일) 그 외, 전군 당 강습지도일꾼

회의(2월 22일)와 3대 혁명소조원회의(2월 27일) 등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또한, 당대표자회,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정치국회의, 중앙군사위원회의 등이 진행되어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 등이 처리되었다. 중앙일보, 2013년 10월 2일.
120)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로동신문, 2012년 11월 12일.
121)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로동신문 등의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당정치국은 2009년

부터 2014년 11월간에 총 7회의 회의(확대회의 포함)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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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소속 인물 변화

제4차 당대표자 
회의

(2012. 4. 11)

당중앙위 
전원회의

(2013. 3. 31)

당중앙위 
정치국회의

(2014. 4. 8)

2015.12
현재

정

치

국

상
무
위
원 

김정은 김 남 

최 림 최룡해

리 호

김정은  김 남 

최용해  최 림

김정은  김 남 

최용해  

김정은  김 남 

황병서

위

원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 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박봉주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 춘   양형섭 

이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김정각   리명수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김원홍 

오극렬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김양건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김원홍   곽범기

오수용(추정)

후
보
위
원

오극렬   김양건 

김 일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김락희 

곽범기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현 철   김격식 

오극렬   김양건 

김 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노두철   최부일 

이병삼   조연준

김양건   오수용

김평해   조연준

곽범기   리 길 

장정남   노두철

최부일

박 식  리 길

오극렬  최부일

노두철  김평해

조연준

태종수(추정) 
장정남(추정)

출처: 통일부 정세분석국 편,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2012~2014) (서울: 통일부 정세

분석국, 2012~2014), 통일부, 정보사령부, 정보본부 합동토의 결과 참고재구성

또한 군부 인사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임명된 비율이 감소한 것에서도 

군부 약화를 엿볼 수 있다. 리 호, 장성택의 숙청 이후 2014년 3월 9일 실시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군부에서 현철해 차수 및 김명환,  김수학 

두 명의 부총참모장과 이춘일 1군단장, 현 철 인민무력부장 외 군단장 7명, 군단과 

사단 정치장교 6명, 김락겸 전략로켓트 사령관 등이 대의원에서 탈락하 다.123) 

122) 정성장 외, 김정은 정권의 대내전략과 대외관계 (성남: 세종연구소, 2014), p. 29.
123) 대의원 탈락이 보직 자체를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군부의 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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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시 未당선 군부인사 

구 분 성 명 직             책 

당(1명) 현철해 국방위원

군(23)

김명환 부총참모장

김수학 부총참모장

주동철 총참모부 도로국장

임광일 제2전투훈련국장 

박림수 국방위 정책국장

곽철희 판문점 대표부

손청남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정치장교

박태수 해군사령부 정치장교

손삼술 인민무력부 부부장

이춘일 1군단장

현 철 인민무력부장

양동훈 2군단장

위성일 10군단장

박광철 12군단장

염승일 806군단장

최경성 11군단장

박 래 5군단 정치장교

윤희환 3군단 정치장교

김경찬 7군단 정치장교

최재복 9군단 정치장교

이난 10군단 정치장교

정운학 105기갑사단 정치장교

김락겸 전략로켓트 사령관

출처: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14년 3월 10일 참고 재구성.

특히 김정은은 각급 부대를 대상으로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를 제외한 

각급 부대의  ‘사령부’ 명칭 사용 금지 및  ‘국’으로 호칭을 격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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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들의 직보 체계를 강화하 다.124) 또한 불균형적이거나 불합리한 편제 중에 

대좌와 상좌 직제 축소를 계획하여 당중앙위원회 명령으로 보유한 인원을 제외

하고는 편제 외로 보직된 장령들을 연차별로 제대 조치하 고 국장이나 부장이 

대좌 또는 소장인 기구에서는 해당 기관의 지휘관만 대좌로 하며 부책임자는 상좌 

또는 대좌로 격을 낮추었다. 더구나 기관 책임자가 상좌 또는 대좌일 경우, 부책임

자는 중좌 또는 상좌로 하향조정하여 대좌 편제를 축소하 다.125)  또한 2011년까지 

북한군 내에서 사단장,  부사단장,  대좌,  소좌급 인사 300여 명이 사회로 강제 

방출되었다.126) 이처럼 비대해진 군을 정간화(楨幹化)한 것은 군을 젊은 층 위주로 

정예화하며, 불필요한 군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고 전체적으로 군부 향력을 축소

하여 당에 의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군부의 실권을 약화시킨 현상으로는 군부가 독점해 왔던 외화벌이 

기구를 당과 내각으로 전환시킨 점을 들 수 있다. 군부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기관인 

승리무역과 강선무역이 김정은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당 39호실 산하 대성무역으로 

넘어갔다.127) 리 호 총참모장이 해임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외화벌이 

권한이 내각으로 이전하는 과정 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128) 

제2절 군부 세대교체

최고지도자가 군부를 통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은 자신의 

통치성향에 부합하는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등장했다가 해임되고 

자취를 감추게 된 고위엘리트들은 대체로 군 인사들이다.129) 

그러나 김정은도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집권 초기에는 구 시대의 인물들을 우선은 

124)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Online Series CO 15-25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5.

125)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26) 임을출,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 (파주: 한울, 2012), pp. 81〜82. 
127) 오경섭, 정치엘리트 응집력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성남: 세종연구소, 2013), p. 30.
128) 위의 책. p. 34.
12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 남과 전 내각총리 최 림도 오랜 기간 자리를 유지했으며, 

최 림은 물러난 이후에 주석단 호명순위가 11〜12위권에 오르고 있다. 2013년 4월 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최 림은 내각총리에서 소환되어 박봉주로 

교체되었지만 그는 이 자리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진희관, “김정은 정권의 권력 엘리트의 변동 

연구”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숭실대학교, 2015),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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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하 다.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선출 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90대는 2명 (2%),130) 80대 25명(20%), 70대 26명(21%) 이었고 60대 이상은 

78명(63%)이었으며 70대 이상의 고령자는 43% (53명)에 이르 다. 이들 고령의 

엘리트들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원로로서의 상징성과 함께 3대세습의 정통성을 

확보 하고 체제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131)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곧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 는데, 리용철, 리제강, 김일철, 

김 춘 등이 주석단에서 모습을 감추었고132) 국방위원회 리용무 부위원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오극렬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아 있으며, 현철해, 박재경, 

리명수도 리을설 장위위원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명예직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133)  

이어서 김정일 사망 시 운구차에 손을 대었던 8명 중에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이었던 우동측을 시작으로134) 총참모장 리 호, 장성택 등이 차례로 숙청되었으며, 

김정각 총정치국 제1 부부장은 인민무력부장을 거친 뒤 김일성군사종합대학교 

총장으로 좌천되었고, 김 춘 인민 무력부장은 퇴진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김기남, 

최태복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 되었다. 

특히 김정은은 가장 먼저 감시기구의 인물들을 교체한 점이 주목된다. 2011년 

상반기에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간첩죄로 총살되었고, 주상성 인민보안

부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되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

부부장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135)  

무엇보다도 군부교체의 최대분기점은 리 호 총참모장의 숙청으로서 그는 2009년에 

총참모장에 임명 되었다가 2012년 7월에 처형되었고, 그 뒤는 차수 현 철, 대장 

김격식이 이었다가 현재는 리 길이 2013년 8월부터 총참모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총참모부 작전국장에는 변인선이 2013년 9월 9일 ‘로농적위대 열병식’에서 

김정은에게 행사 진행과 관련한 열병 제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방 되어 총참

모부 작전국장으로 옮겼음을 내비쳤다가 이후 김춘삼 전 평양방어사령관으로 

130) 이는 김철만, 이을설이다.
131) 이교덕 외,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94〜95.
132) 이와 관련해서는 한기범,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권력 구도의 특징 평가”, 2012 국가

안보전략연구소학술회의 (2012 국가안보전략연구소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12년 10월 4일), 
p. 13. 참조.

133)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34) 우동측 전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에서 국방위원에서 

해임된 것이 확인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3일.
135) 오경섭, 정치엘리트 응집력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성남: 세종연구소, 2013),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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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었다.136) 그러던 중 2015년 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는 

림광일이 역시 김정은 뒤에서 행사 진행을 설명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림광

일이 총참모부 작전국장 직책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137)

또한, 총정치국에서는 최룡해138)의 뒤를 이어 황병서가 국장에 올랐다. 예하의 

선전부국장 직에는 김정일 시대의 측근이었던 박재경 대장이 물러나고 렴철성 

중장이 등장하 다.  

인사교체의 변화는 인민무력부에서 고위 인물의 부침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무력부장은 2015년 10월까지 6명이 교체 되었다.

최초 김 춘에서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 철에 이어 현재 박 식139)으로 

이어졌는바, 김일성 시대에는 46년간 최용건, 김광협, 김창봉, 최현, 오진우 등 5명

만이 역임하 으며 김정일 시대에도 17년간 최광, 김일철, 김 훈 등 3명 만이 

부장직을 수행한 것140)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장급에서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전창복, 서홍찬에 이어 노광철 상장으로 

바뀌었다.141) 

136)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7일.
137) 조선중앙TV, 2015년 10월 10일.
138) 최룡해는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로서 2012년 4월에 총정치국장에 오르고 차수로 

진급하 으나 2014년 3월 5일 기록 화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이 나타났고, 2014년 4월 26일 

김정은의 포병 실사격 참관 시 최룡해의 호명 위치에서 황병서가 불리면서 교체가 확인

되었다. 최룡해는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이후 근로단체담당비서로 옮겼는데 여전히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요한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최룡해는 특히 김정은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운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도 맡고 

있다. 그러나 최룡해는 이을설 사망시 장의위원에서 누락되어 보직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139) 박 식은 상장 시에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역임하 으며 2015년 5월 김정은이 종합양묘장 

건설현장을 방문시에 대장으로 승진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총참모장 리 길 사이에서 호명되었고, 종합양묘장이 인민무력부 산하 기구로서 박 식이 
김정은을 거수경례로 맞이하 기에 인민무력부장으로 추정하던 중에 2015년 7월 라오스 

군사대표단과의 회담 시 정식으로 인민무력부장으로 호명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7월 11일. 
140) 중앙일보, 2015년 5월 14일.
141) 노광철 상장은 2015년 7월 11일 라오스 고위 군사대표단이 방북했을 시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 고 이때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호명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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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변화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48.9 ~ 57.9 최용건 48.2 ~ 50.9 강  현 54 ~ 57년 강상호

57.9 ~ 62.10 김광혁 50.12 ~ 53.8 남  일 57.8 ~ 58.7 김태근

62.10 ~ 68.12 김창봉 53.8 ~ 57.8 김광협 58.7 ~ 60.5 서  철

68.12 ~ 76.5 최  현 57.9 ~ 59.7 이권무 60.8 ~ 67.4 허봉학

76.9 ~ 95.2 오진우 59.7 ~ 62.10 김창봉 65.3 ~ ? 박태진

95.10 ~ 97.2 최  광 62.10 ~ 68.12 최  광 67.4 ~ 69.1 오진우

98.9 ~ 09.2 김일철 69 ~ 78 오진우 69.1 ~ 70.6 안 환

09.2 ~ 12.4 김 춘 79 ~ 88 오극렬 70.6 ~ 73.8 한익수

12.4 ~ 12.11 김정각 88 ~ 95 최  광 73.8 ~ 77.8 이용무

12.11 ~ 13.5 김격식 95 ~ 07 김 춘 77.8 ~ 77.9 서  철

13.5 ~ 14.6 장정남 07 ~ 09 김격식

80.10 ~ 95.2 오진우
* 인민무력부장 겸임

(76~95)
* 총참모장 겸임

(69~78)

14.6 ~ 15.4 현 철
09.2 ~ 12.7 리 호 95.10 ~ 11.6 조명록

12.7 ~ 13.5 현 철 12.4 ~ 14.4 최룡해

15.4 ~ 박 식
13.5 ~ 13.8 김격식

14.4 ~ 황병서
13.8 ~ 리 길

출처: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참고 재구성.

또한, 인민보안부에서는 김정일 시대의 주상성이 2004년 7월 9일부터 인민보안

부장을 역임하여 2011년 3월 16일까지 재직하 다.142) 그 후 인민보안부장은 리명수가 

임무를 담당하다가143) 다시 최부일에게 승계되었다. 

142) 주상성은 국방위원회 결정에 의해 해임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제08호》 주체 100(2011)년 3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장을 해임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상성 동지를 신병관계로 조선 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장에서 해임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3월 17일; 주상

성의 해임의 이유는 ① 북한-중국 간 국경 경비의 실책 문책성 ② 김일성 생가 대문의 

한 쪽이 도난 된 사건에 대한 책임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143) 리명수 국방위원회 행정국장은 2011년 4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서 

주상성을 대신하여 인민보안부장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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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부상한 인물은 단연 황병서와 김원홍144)이다. 특히 김원홍은 

장성택 및 측근의 조사·처리를 주관하는 등 김정은이  ‘나의 오른팔’이라며 절대적 

신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조연준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윤정린 호위

사령관과 함께 김정은 집권 이후, 부장 자리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는 체제유지의 

핵심 공안세력 이다.145)  

김정은식 군부 세대교체의 특징은 빨치산 2세를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146) 빨치산 

1세대인 전 무력부장 최현의 아들 최룡해는  ‘해임·혁명화’ 조치 등의 추정된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제거된 것으로 알려진 마원춘이 거의 1년여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한 점을 참고하면 최룡해의 정확한 거취 또한 시간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 역시 2015년 9월경 당 민방위

부장에서 해임되었으나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147) 빨치산 오중흡의 

조카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과 오백룡의 아들 인민무력부 부총참모장 

오금철 및 홍종우148)의 외손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도 리을설 장의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은 군부교체의 또다른 특징은 야전전문가를 발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이후 2012년에는 주로 군부의 수뇌부들을,  2013년에는 군단장급 이하의 야전 전투

지휘관들을 교체 하 다. 즉 군단장들을 젊고 유능한 군사 전문가로 보직 하 는데 

특히 육군의 4군단장 리성국은 1969년생으로서 가장 젊은 군단장이다.149) 이는 

144) 김원홍은 1945년생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인민군 보위사령부 사령관으로 오랫동안 

정보업무에 종사해 왔다. 2010년 2월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임명된 뒤에는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을 수행해 왔다. 그러다가 2012년 4월에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되었다 ;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p.82.) 

145) 백승구, “공포정치 독재자 김정은의 정권 장악력” 월간조선 7월호, (서울: 조선뉴수프레스, 
2015), 

146) 조선중앙TV는 2014년 11월 24일 예술 화 ‘백옥’ 1부를 방 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동료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을 모델로 하여, “항일혁명투사 오진우의 백옥 같이 

순결한 마음, 진실한 사상정신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다”고 전하 다. 오진우 전 인민

무력부장은 오일정 현 조선로동당 군사부장의 부친이다. 또한, 조선중앙TV는 최룡해 

당 비서의 부친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을 ‘충신’으로 그린 화 ‘민족과 운명: 최현 편 

6부작’도 아울러 2014년 10월 23일에는 오금철 현 부총참모장의 부친인 오백룡 전 조선

로동당중앙군사위원의 생일 100주년을 맞아 그를 ‘수령옹위의 전위투사’로 치켜세우며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하 다. 연합뉴스, 2014년 11월 25일.
147)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48) 김형직이 항일 운동하던 시기에 보좌한 인물.
149) 리성국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으로 부친 리경선이 김정일과 당중앙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39사단장 역임 후 군단장으로 고속 승진하 다. “만경대 혁명학원 
설립 65주년 기념 연환모임 출연”, 조선중앙TV, 2012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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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지휘관만큼은 정치군인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 군의 당에 대한 향력을 

최소화하고 유능한 전투전문 지휘관들이 북한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표 3-4> 군의 핵심직위 퇴진 인물과 등장 인물

인물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각군사령부 각군단

핵심
직위
퇴진
인물

박재경 이 호 이태원 김정각 현철해 손청남 정명도 변인선 현 철

한원희 김명국 정창렬 김상익 최상려 장동윤 양동훈

우명훈 백주창 김  철 최세관 최경성 허성일

장창호 김병남 김우호 정운학

핵심
직위
등장
인물

황병서 이 길 박승원 박 식 서홍찬 이용주 최 호 위성일 김삼룡

조남진 박정천 윤 식 강표 이용환 김명남 장동운 우  철

염철성 이선권 손삼술 안지용 김성일 한표섭

김장수 김정관 김금철 김 복

호위사령부 근위 1여단 김승국 이봉죽

김성덕 김진근 박태수

출처: 정상돈, “3년간 44% 물갈이… 4050 중심 세대교체로 권력 강화” 국방일보, 2015년 9월 

9일자 참고. 재구성.

또한 김정은은 북한 공군력의 열세를 인식하고, 대미(對美) 항전을 위하여 공군력 

강화에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군 출신인 리병철을 발탁하여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에 임명하 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시에 병종사령관

으로는 최초로 그를 국방위원회 위원에 임명하 다. 이후 리병철은 최 호에게 

지휘관 직위를 넘겨주고 현재는 로동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승진하 다.150) 

150)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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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감시체계 강화

1. 총정치국 영향력 확대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리 호 총참모장이 실질적으로 군부를 대표한 실세로 

활동하 다. 당시 총정치국은 조명록 총정치국장의 장기간 와병과 2010년 그의 

사망 이후에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로서151), 김정은의 군사분야 스승역할을 

수행했던 리 호는 김정은 후계 구도 시기에 군부의 대변자로서 신 정권의 연착륙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 다.152) 그러나 리 호가 제거된 뒤, 총정치국장에는 민간인인 

최룡해가 등장하 고, 이 시기부터 총정치국이 총참모부를 압도하기 시작하 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과거 비대해진 군부세력을 억제하고 선당(先黨)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총정치국의 위상이 한껏 제고되었다. 대부분의 북한 군사기구 

수장들은 당의 조직지도부에 몸 담았던 인물들이다. 이러한 조직지도부는 각급 

부대의 당 조직생활 장악 및 군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직책으로서 인민무력부장 

박 식과 총정치국장 황병서 역시 조직지도부 출신이다.  

이처럼 총정치국의 향력이 확대된 실례를 들면, 2015년 2월초에 총정치국은 

김정은에게 당창건 70주년을 맞이하여 포병대회, 전차병대회, 통신병대회, 운수병 

대회, 해군대회, 공군대회, 공병대회, 로켓병대회 등 각종 대회를 조직하겠다는 

보고를 하 는데153) 부대 훈련 및 평가와 군사경연 등은 총참모부 소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정치국은 군사분야 전반에서 활동을 계획, 입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제4차 노병대회가 개최되었을 시154), 과거 1차 행사 때에는 총참모부에서 

보고를 담당하여 최광 총참모장이 실시했던 것155)에 비해 김정은 시기에는 행사준비 

자체를 총정치국이 주관하여 노병들의 접 및 행사 보고를 황병서156) 총정치국장이 

진행하 다. 유사한 예로 2015년 11월 3일, 4일에 개최된 제7차 군사교육일꾼대회

에서도157) 마찬가지로 황병서가 보고하 는데 이 또한 1992년 10월 14일 2.8문화

151) 조명록은 2011년 6월 사망하 고 이후 최룡해는 2012년 4월에 임명되어 10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152) 차수 리 호 전 총참모장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참모장직을 수행하여 김정일 

사망 이후 7개월간 김정은 정권에서 복무하던중 반당종파분자로 처형되었다.
153)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54) 로동신문, 2015년 7월 25일.
155) 제1차 로병 대회는 1993년 7월 23, 24일 개최되었다. 로동신문, 1993년 7월 24일. 
156) 조선중앙통신 2015년 7월 23일.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평양 도착…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관계부문 일꾼들이 대회 참가자들을 맞이하 다”
157) 조선중앙통신, 201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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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현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교원대회’에서는 

역시 최광 총참모장이 보고를 했었다.158)  

<표 3-5>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훈련 관련 선동대회

전국 당강습
지도일꾼대회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 대회

대대장·대대정치
지도원대회

제5차 훈련일꾼 
대회

제7차 군사교육 
일꾼 대회

2013년
2월 22일

2013년
10월 22〜23일

2014년
11월 3〜4일

2015년
4월 24〜25일

2015년
11월 3〜4일

출처: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참고 재구성.

더구나 김정은 집권 이후 총정치국장은 단 한 차례만 교체되었지만 총참모장은 

세 차례, 특히 인민무력부장은 여섯 차례나 교체되었다. 이는 현재 총정치국이 

막강한 향력을 보유하고 여타의 군사 기구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국가안전보위부의 역할 강화

국가안전보위부159)는 북한 최대의 정보기관으로서 간첩 색출160), 반체제 세력과 

김정은 반대 세력 적발 및 방침수사161)와 주민들에 대한 감시임무 등을 담당한다.162) 

김정은 집권 이후에 보위부장 김원홍은163) 장성택을 체포하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죄행에 대한 법적 심리를 진행 하 으며 공화국 형법 제 

60조에 따라 사형을 판결하 고 판결은 즉시 집행되었다.164) 

이처럼 향력이 배가된 국가안전보위부는 업무 역을 군으로 확대하 다. 즉 

김정은의  ‘수령·정권 보위강화’ 지시를 구실로 군부를 포함, 고위층에 대한 휴대전화 

158) 로동신문, 1992년 10월 15일.
159) 국가안전보위부는 기존 인민보안성에서 담당했던 마약 단속까지 활동 역을 확대하고 있다. 

300kg 이상의 마약 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보위부가 직접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인터뷰.
160) “공화국 국경에 침입한 첩자가 체포되었다......6년간 린접한 제 3국에서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정탐모략 책동을 감행하다가......평양에 침입하 다” <국가안전보위부 대변인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11월 17일.

161) 최고지도자가 직접 지시하여 수사하는 것.
162) 윤대일,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서울: 월간조선사, 2002), p. 22〜32.
163) 김정은 집권 이후 실세로 부상한 김원홍은 2014년 11월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

국장이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시에, 같은 정보부서장이라는 카운트

파트너로서 공항 접을 하 다.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나 총청치국, 
또는 인민무력부에서 담당하 으나 김원홍은 대미(對美) 사업에서도 향력을 발휘하 다.

164) “천만 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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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청을 감행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은 군 내에서 독자적인 

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보위국에 대해서도 주요 사건을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토록 하여 군부와 보위국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165) 이외에도  ‘109 구루

빠’를 조직하여 북한 전역에서 만연 되고 있는  ‘비사회주의 행위’를 검열하고 

있으며166) 해외파견자 감시까지 넘겨받았다.

무엇보다도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국경경비총국을 예하 부대로 

편제화하 다. 즉 국경경비총국이 기존의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있을 시에 탈북자

들이 다수 발생 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국경경비 임무 자체를 

국가안전보위부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25경비여단 등의 소대장, 

중대장들은 수 묵인, 도강 방조 등의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부대 

내에 정치지도원외에 보위지도원이 추가로 감시 임무를 확대하게 되자, 이들 지휘관, 

정치지도원, 보위지도원 간에 역 넓히기를 위한 알력이 증폭되고 있다.167)

또한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를 위시한 정보, 반탐 분야에서 복무했던 예비역

들을 대상으로 사상이 확고한 인원을 선발하여 감시활동을 계속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방식은 김정일 집권 시기인 1990년부터 평양지역에서 ‘수도보위

사업’형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인데, 김정은은 2015년 5월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원이나 역주변에서 낙서, 투서행위자, 반체제 

분자들을 탐색하여 체제 보위활동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활동에 선발된 제대군인들

에게는 식량과 정보공작비를 지급하여 전역 후에도 그들의 충성을 계속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168) 

3. 보위국 임무 확대

보위국은 군관 및 간부의 일상생활을 감시 하는 보안기관으로서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과 함께 군대내 반탐기관인  ‘정치안전국’으로 출발하 다. 이후 

보위사령부로 개편되면서 1990년대 초에는 프룬제사건, 1990년 중엽에는 6군단 

사건,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각 지역의 민사사건에까지 개입하 다.169) 당초 

총참모부의 한 부서 으나 1997년 총참모부에서 독립하 는데 당시 김정일이 체제 

보위를 위하여 군과 민간에 대한 주요 간부의 감시를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165) NK 지식인 연대, 클로즈업, 6월 북한내부실상 (서울: 세계북한연구센터, 2015), p. 8.
166)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67)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68)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69) 이 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파주: 살림, 2015),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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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보위국 부서

처 임                        무

 1부 종합계획부, 각 군단 사령부 보위부들의 보고를 종합하고 지시

 2부 수사부, 반 국가사건을 비롯한 군대 내 발생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

 3부 예심부, 각 군단 보위부들에서 미결로 처리된 예심 사건을 담당

 4부 감찰부, 군대내 살인사건과 각종 비리사건을 조사

 5부 사건 종합부, 각 부서들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

 6부 미행부, 사건용의자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도청·감시·미행

 7부 기술부, 각종 도감청 장치의 개발과 음성분석을 비롯한 기술분석 담당

 8부 공장담당부, 무력부 예하 군수공장들에 대한 보안 및 경비를 담당

 9부 특수기관담당부, 일반군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기관들에 대한 담당

10부 주민등록부, 군관가족들에 대한 주민등록과 신상정보를 파악

11부 해외담당부,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담당

출처: 이 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파주: 살림, 2015), p. 68.

이러한 보위국은 위〈표3-6〉에 나타나 있듯이 예심부, 수사부, 미행부, 사건

종합부 등 11개 정도의 부서를 보유하고 있다.170) 아울러 군단에는 보위부와 보위 

중대, 사단에는 보위부와 보위 소대, 연대에는 보위 부장 등 3명, 대대에는 중대, 

소대에는 보위지도원이 있다. 또한 이들 보위원들은 정보원을 자체로 육성하여 

활동시킨다. 보통 군부대 1개 보병 중대에 재적 장병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정보

원을 10〜20명 둔다. 정보원이 되는 자격은 과장성과 허위성이 없고 의욕이 강한 

장병들 중에 보위지도원이 직접 검증하고 상부에 의뢰하여 결정 받으면 선택한다. 

이들 정보원은 두 가지 부류로 분류 된다. 첫째는 임시 정보원으로서 가정 환경이나 

계급성에 구애받지 않고 단시간만 활용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구적 정보원으로서 

계급적 토대에 반동성이 없어야 하며 본인이 뛰어난 모범이고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선택, 향후 발전 정도에 따라 정식 공작원이나 보위원으로 인입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들 정보원들은 군관, 하사관, 병사들 속에 촘촘히 존재하며 북한 내에서 체제

위기를 조성할 만큼 큰 사건들을 색출하게 되는 결정적 정보는 대부분 이들 정보원

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 이다.171) 

170)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테타를 하지 않나 (서울: 한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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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국의 기본 임무는 군대 내에 잠입하고 있는 간첩과 북한정책에 불만을 품은 

불순 분자, 사상적 동요를 색출하는 것이지만, 살인, 절도, 무단탈 , 성폭행 등 

일반 범죄도 처리 한다. 이를 위해 군 간부의 일상 활동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 

모든 간부에 대해서 편지 검열, 전화도청을 실시한다.172) 지난 1992년 장령급만 

50여명을 숙청하고 수십 명의 군관을 처형했던 프룬제 군사아카데미 사건이 보위

국의 역할을 잘 드러낸 사례이다. 김정일은 이 공로를 인정,  1993년 인민군 보위일꾼 

대회를 열어 격려하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보위일꾼들의 군사칭호를 한 등급씩 

승진시켰다. 이 대회 이후 보위국은 다시 군 숙청을 전개하여, 600명 이상의 장령 

군관들을 제대시켰다.173) 이러한 보위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군대안의 반당, 반혁명, 반국가 분자들을 색출 검거

•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방첩 임무 수행

•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시 경호 임무를 담당

• 군 부대 안의 주민등록사업 담당

• 국경, 해안에 대한 경계근무 담당

• 일반 범죄자 색출 처리174)

이러한 보위국도 내부에  ‘정치부’라는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 정치부는 총정치국의 한 부서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보위일꾼들은 당 정치

일꾼에 대해서는 직접 감시 사찰을 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사건에 당원이 연루되었을 

때에 한하여 당 조직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정치부와 보위부는 상호 견제하는 

관계이며 갈등적이다.175) 

이러한 보위국은 2011년 5월 경에는 중앙당 산하의 39호실 및 김정일 직속의 

능라 888 무역회사를 감찰하기도 하 는데176) 일부 당의 외화벌이 역에까지 

171) 조충수, “북한군 보위총국의 실체 (1) 장길산 전 국가안전보위부 인입공작원” 블루투데이 
(http://www.bluetoday.net) (2013년 5월 20일) 검색)  

172) 최주활 전 상좌는 오진우도 감시의 대상이었으며 작전국장도 도청을 조심할 정도 다고 

한다. (최주활, “조선인민군(5)-인민군의 감시 통제 실상”, 월간 WIN 1996년 11월호,   
 p. 188.)

173) 최주활, “조선인민군(5)-인민군의 감시 통제 실상”, 월간 WIN 1996년 11월호, pp. 192〜
193.

174) 최주활, “북한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체계 및 활동”,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서울: 북한

문제조사연구소, 1997), pp. 47〜48. 
175) 김정민 전 대좌, 이 훈 전 소좌(가명) 증언.
176) 박형중, “김정은 권력 정착과정에서의 군부 동향”, Online Series CO 13-23 (서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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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관이 감찰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 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보위국도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권력기관의 핵심 정치엘리트들,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

장등 군부 내 주요 간부와 군사지휘관 및 정치군인들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전화 도청·감청, 미행 등을 통해 반국가 사건을 적발하고 있다177). 

제4절 선군정치와 핵·미사일 개발

1. 선군정치의 계승

2014년 11월 5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선군정치는 자주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제하(題下)에서 다음과 같이 선군정치를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군대를 강화하고 군사를 중시해야 할 때이다. 군대는 

천 날 키워 하루 쓴다는 격언이 있다. 천 날 키워야 하는 품은 결코 간단치 않다. 

그러나 천 날 놀다가 지배주의 세력에게 먹히워 영원히 노예가 되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빠져 드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가장 철저한 자주정치로서 주체의 혁명적 당과 무적 필중의 혁명무력,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라는 3대혁명 력량을 기둥으로 주체혁명 위업의 위력한 추진력으로 삼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며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혁명령도 

방식,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다. 총대 우에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가 있고 평화와 

안전이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도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총대에 

녹이 쓸면 망하고 총대가 강하면 승리한다. …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훌륭히 심화발전 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선군 혁명위업이 확고히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확고히 담보되게 되었다.…178)

연구원, 2013), p.3.
177) 오경섭, 정치엘리트 응집력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성남: 세종연구소, 2013), p. 32.
178) 로동신문, 201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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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2015년 1월 1일 자정의 시각에 당(黨)-정(政) 인사를 배제한 채, 군부

인사들만 대동하고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 다.179) 이는 2013년, 2014년에 당(黨)·

정(政)·군(軍) 인사들과 함께 방문했던 사례와 구별되는 것이다. 이는  ‘참배의식’

자체를 단순화한 경우로 볼 수도 있지만, 2015년에도 군을 중시하겠다는 선군정치 

계승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군부를 수중에 장악하고 있음을 자연

스럽게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2015년 1월 5일자  로동신문에서도  ‘선군정치, 병진로선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라는 제하에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가 붕괴되고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에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진두 에서 헤치시며 미제와의 첨예한 핵 대결전을 련전

련승에로 이끄시여 핵 보유의 민족사적 대업을 이룩하시었다”180)고 하여 핵 무장력 

강화를 통한 선군정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12년 개정된 당규약에도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181)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상

에서도  “선군사상을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182)고 밝히고 있다.

선군정치는 김정은이 집권하는 권력 이양 시기에 체제 수호에 이바지하 다. 

또한, 김정은이 선군정치를 약화시키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경우, 군부세력의 

반발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고, 이는 자칫 체제위협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선군정치의 소멸은 개연성이 적어 보인다. 특히 2013년부터는 

선군절(8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 하며 휴무일로 지정하 다.183) 

특이한 것은 2013년 9월 9일 로농적위대 열병식의 민간 군중시위 행진대열 중에는 

대규모의  ‘선군정치’ 구호 표식 차량이 퍼레이드에 가담하 는데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선군정치는 유효한 지배 이념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군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군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바, 김정은은 장성택을 숙청한 이후 군 관련 현지지도를 빈번하게 하 다. 

또한 각종 명목으로 군부에 경제 이권사업 몰아주기, 군대의 훈련 및 응전태세 

179)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일.
180) 로동신문, 2015년 1월 5일.
181) 2012년 4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다. 

장명봉 편(2013), p. 1472.
182) 2013년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1장 정치, 제3조, 장명봉 편(2013), p. 1452.
183)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선군절은 건군절과 함께 우리 혁명무력 건설사와 

조국청사에 중요한 리정표를 새긴 력사의 날입니다......” 로동신문, 2014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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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지시, 경제건설사업 독려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재래식 무기증강 및 

핵·미사일 전력 증가 활동, 과학기술 발전 의지 표출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184) 

앞으로도 김정은은 정치· 경제 전반의 경험과 재원부족으로 군부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으로 인해 선군정치를 계속하여 군을 껴안고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2. 핵-경제 병진정책 추진

북한의 선군정치를 현실화한 정책 중에서도 핵·미사일등 비대칭 전력의 개발은 

대표적인 선군정치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즉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로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 고185) 김정은은 

2015년에도 병진로선을 계속 할 것임을 밝혔다.186)  

북한에서의 핵개발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서 김정은 

정권이 강대국과의 대결을 의식하여 추구하고 있는 사활적 정책으로 간주된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공표하 다.187) 또한 2015년 10월 10일 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육성 연설을 했던 김정은은 바로 옆에 선 류윈산 공산당 

서기를 의식하여 핵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날 야간에 진행된 청년

전위 횃불행진에서는 ‘핵보유국’이라는 글자를 형상화한 횃불이 선명하게 드러

났다. 아울러 미사일 모습의 그림 또한 함께 연출되었다.188) 특히 2015년 10월 

17일의 한-미 정상 회담에서 북핵 관련 한-미 간의 공동성명이 나오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면서189) 핵개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184) 박형중, “북한 내부 정세 평가와 2014년 하반기 주요 관찰 사항”, Online Series CO 
14-08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2.

185) 이춘근, 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 173호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p. 6.

186) 김정은은 병진로선이 김일성 시대의 국방건설 병진로선에서 기원함을 밝히고 있다.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1960년대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

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키 다” 로동신문, 2015년 

1월 5일.
187)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188) 조선중앙TV, 2015년 10월 11일.
189) “......남조선 집권자는 미국 대통령과의 그 무슨 〈북에 관한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라는 데서 주제넘게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보다 강력한 제
재〉니.....하는 악담을 늘어 놓았다......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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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은 당의 선도적인 역할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군수담당비서(김춘섭)와 당 기계공업부(부부장 

홍 칠)를 중심으로 핵 정책을 주도하고, 당 기계공업부 산하 131지도국이 핵무기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한다. 여기에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위원장 조춘룡, 

산하 8개 총국 및 제2자연과학원)가 핵무기 개발, 생산 및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고, 

내각에서는 원자력공업성(구 원자력총국)이 핵 관련 연구소와 연구원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전력 증강을 주도하는 당으로의 

향력이 집중되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은 자연히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김정은의 

군에 대한 직할 관리체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190) 

또한 핵·미사일이라는 첨단 비대칭 무기의 개발은 북한군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군의 사기진작과 수령의 위대성을 부각하는 선전소재로서 십분 활용된다. 실례로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의 생일 직전 장거리 로켓  ‘광명호 3호’  1호기를 발사한데 

이어 12월에는  ‘광명호 3호’  2호기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 을 

시에, 북한은 이를 강성국가의 실현, 김정은의 위대성 등으로 장병 대상 선전화 

교육주제로 활용하 다.191) 특히 미국에 대항하는 반제(反帝) 교양을 위하여 대미

(對美)성전에서 자신감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군부의 사기를 북돋우어서 군을 용이

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3. 비대칭 전력 전문가 우대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정책을 추진하면서 핵과 미사일 담당 전문가들에 대한 

우대를 계속하고 있다. 군수담당비서는 전병호, 박도춘192)에 이어 김춘섭이 이어 

받고 있고, 미사일 분야 연구진도 세대교체를 계속하여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조춘룡을 임명하 다. 또한, 미사일지도국을  ‘전략

군’으로193) 개편하 으며194) 김락겸을 ‘전략군’ 지휘관으로 승진시켰다. 이외에 

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공동의 보검이다......” 로동신문, 2015년 10월 19일. ‘상전과 
주구가 펼쳐놓은 너절한 어리광대극’

190)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Online Series CO 15-25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5. 

19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92) 박도춘은 군수분야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진술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93) 북한에서 전략군이 그 실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2012년 3월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사령부’ 시찰 소식부터이다. 전략로케트사령부는 기존의 미사일지도국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전략로켓군’으로 직접 호명하 다. 
이어 2014년 5월 29일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전술로케트 발사 훈련 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 신 군종의 탄생을 알린 바 있다. ‘전략로켓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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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을 제2자연과학원장에 앉혔다.195) 

핵무기 개발에서는 홍승무 부부장의 두각이 두드러진다. 그는 3차 핵실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 다. 그 외 홍 칠 부부장은 군수공업 전문가로서 핵개발을 

보좌하는 등 역시 젊은 세대가 약진하고 있다.196)  

특히 장사정 포병 분야에서는 박정천이 포병전문가로 화력지휘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일찍이 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시절에 ‘포병’을 전공한 포병 전문가로 

알려 지고 있는데, 박정천은 화력부분의 담당자로서 김정은이 포병 실사격 점검 

시에는 지근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이 핵-미사일 관련 전문가들을 중시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재래식 

무기 중심의 전통적 군종 및 병종 지휘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군 지휘체계 상의 인물들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있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간에는 위상조정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197) 

결국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 하에서 당(黨)·정(政)·군(軍)에 폭넓게 포진된 군부 

인물들과 보안세력은 선군지배연합 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체제생존 전략은 

대내적으로 실체적 개혁 개방 없는 버티기(Muddling-through)와 안보전략상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강행이다. 이러한 반개혁, 체제옹위전략은 통치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조직 세력들의 기관 이해와 철저히 부합되는 것이었다. 보위부, 사회안전부, 

조직지도부 등 체제보안기관은 체제를 위협할 요소가 있는 개혁요구나 외부사조의 

유입 등에 극단적 과민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반체제적 요소의 적발, 처분 

등이 중요국가의제로 다루어지길 바랄 수 밖에 없으며, 반혁명/반당 사건의 적발/

처벌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때, 조직 및 주요 지도자의 권력 확장과 정치적 

생존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것이다.198) 

사령부’→ ‘전략로켓군’→ ‘전략군’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제4군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Online Series CO 15-25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3. 

194) 조선중앙방송, 2014년 3월 5일.
195) 김진무, “김정은 정권 엘리트 변화 분석과 함의” 주간국방논단 제1584호 (서울: 국방

연구원, 2015), p. 9.
196) NK 지식인 연대, 클로즈업, 6월 북한내부실상, (서울: 세계북한연구센터, 2015), p. 7.
197)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Online Series CO 15-25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5. 
198) 김진하, “최근 북한정세 평가와 전망 내부 및 대외 정책”,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공동

번 을 위한 한중협력 방향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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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군 하부구조의 군기 문제

북한군은 외형적으로 미사일·핵을 보유하고 있고, 사회 집단 중에서도 일정한 

정치적 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지만, 군에 대한 혜택은 고위 군 지휘관·

참모 및 핵·미사일 전문가 인사들에게만 주어질 뿐, 말단 병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식량난과 연료난 등으로 인해 부대 운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현대국가에서 정규군은 공고한 국가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199)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분야에서 일부 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나200), 일선 군 부대의 군수지원 

분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병사 사기진작의 본능적 욕구인 식량도 한 달에 

20일 정도의 분량만 공급되고 있어서201) 부족한 식량은 군부대 자체에서 충당해야 

하고 이마저 2006년 이후에는 핵실험에 따른 외부지원의 격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군인 가족들은 군사 규정에 의해 장마당에서 사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배급에만 의존 하 는데 일부에서는 가족 수 만큼이 아닌 

직업군인 본인만의 배급량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건조가 되지 않은 식량을 

공급하여 말리고 나면 기준량에 훨씬 미치치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202)

결국 김정은은 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2013년 1월경 인민

군이 자체로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제대별로  ‘독립채산제’ 

방식의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자체공장을 운 하고 가축 목장, 또는 수산업 

등을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203)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경제연구 4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군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이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군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 발로 걸어 나가도록 

199) 안찬일, “북한 선군정치체제하의 군부 위상변화 연구”, 북한학보 제32집(북한연구소, 
2007), p. 177.

200) 북한 경제는 1999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서서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석진, “북한 경제 최근 동향과 전망” 국방부 세미나 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소, 
2015), p. 1) 특히 2000년 들어 식량생산량은 해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2014년 5.30 조치 등에 의해 농장에 자율 경 권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하여 최소소요량(540만톤)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러나 식량부족 상태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 김 훈, “국방부 세미나 발표 자료”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2015), p. 12.

201) “군대 식사가 약간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여름에는 감자만을 주고 있으며, 추수기 이후에에 
강냉이 보급이 가능하여 굶주린 채로 시장을 배회하는 병사들이 다수 있다.” : 동아일보, 
2015년 11월 15일.

202) 권양주, “선군정치 전개와 북한군의 향방”, 정책연구 여름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pp, 165〜169.

203)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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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며, 모든 군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 발로 걸어 나간다는 것은 모든 

군들이.....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군내 인민들의 힘과 자체의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군 살림살이를 꾸려 나간 다는 뜻이다......군에는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게 경제부문들과 문화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군(軍)

마다 자기 지방에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도 가지고 있다......다시 말하여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모든 

사업을 군의 구체적인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잘하여 ......생활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204)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이 군의 비리와 상관없이 군내에서만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군내 군수분야 중 수송운용의 경우, 군 차량의 부품과 연료가 

부족하게 되자 자력갱생을 위하여 운전병들이 주민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서서 

개인택시, 화물운송 등으로 이익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운전병들은 지휘관 

묵인 하에 아예 외에서 거주하면서 업을 하여 부대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 다는 것이다.205)

김정은은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 현지 지도시

마다 사택 시설 보수, 콩206)·수산물·축산물 보급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강조하고 

있고207) 후방부에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주부식물을 떨어뜨리지 말고 규정대로 

공급하도록 지시 하는 등208)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제난과 보급 문제는 북한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

기에 북한군부 통제에 있어서 항상 내재되는 불안 요인이다. 

이처럼 보급과 급양 등 군수지원이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북한군 병  내에는 

빈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양실조에 걸리는 병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탈  사고가 계속 발생 하는 등 군기이완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1994년 전후의 

204) 리대남,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군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경제연구4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p, 7.
205)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6) 2000년대 초반까지 군인 한 사람당 1년간 콩 생산과제는 10kg 이었으나, 2006년부터 30kg

으로 목표량이 늘어난데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다시 70kg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 때문에 군인들은 매일 밤 협동농장과 주민 개인의 뙈기밭을 습격해 메주콩을 

약탈하고 있어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 세계일보, 2015년 10월 26일.
207) 김정은은 2011년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인민경제와 인민군대의 생활

향상을 강조하 다. “인민군대에서도 군인생활 문제를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인생활 문제를 푸는 것이 곧 싸움 준비를 완성하는 근본문제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맞받아 나가야 하는 것만큼 군인들을 잘 준비

시켜야 합니다.”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 6.
208)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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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행군 시기에 출생한 장마당 세대 병사들은 출생률 감소로 인하여 복무 

정원도 감소하 지만, 이들은 입대 전에 혹독한 기아를 경험하여 자기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갈 경우에만 도적질로 인식할 뿐, 집 밖에 있는 공동의 물건에 

대해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먼저 보는 사람이 가져가 팔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절도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허기에 

지친 병 에서는 인근 민간 식량을 탈취하는가 하면209) 부대 밖의 민가에 들어가 

식량, 가축을 훔쳐도 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추세이다.210) 특히 최근에는 추수기에 

군인들의 약탈이 심화되자 협동농장들에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하여 포전마다 작업

반원들을 배치하여 경비를 서고 있지만, 무장한 군인들이 농작물을 빼앗고 있다. 

이러한 농작물 약탈은 과거에는 병사들과 개별 주민들과의 소규모 사건 수준이었

지만, 최근에는 협동농장과 군부대가 맞서는 집단 마찰로 악화되고 있다.211)

더구나 이러한 대민피해는 국경지역의 경우, 중국인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국경

경비대에서는 약초의 수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인의 집을 찾아가 

구타하여 중국 공안에 이송된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 다.212)

또한 내의 구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군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구타가 거의 없는 군대로서 군대 안에 정치조직이 있어 구타가 바로 발생하면 

바로 보고가 되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있었고 또한 당시에는 많은 

군인들이 제대 후 로동당원이 되는 것이 목표 기 때문에 언행에 매우 신중했으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보급체계가 무너지다보니 부대 내에서 힘센 

사람이 세력을 쓰게 되어 구타가 계속 발생 하고 있고, 상하 간에 명령을 해도 

날이 안서니까 때려야만 말을 듣는 상황이 만연되고 있다.213) 

김정은 정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표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 하여 군기가 문란한 부대 지휘관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가 

하면214)  10군단에서는 대민 피해 시 10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벌칙을 적용하기도 

209) KBS는 북한군 기강해이 실태로서 ‘소대장이 강습에 참가하 다가 탈 한 사실’, ‘부하에게 
돈을 꾸고는 갚지 않는 행위’, ‘경비소대 소대원이 신의주 등을 떠돌며 골동품 장사한 

것’, ‘훈련용 식량을 경쟁적으로 나누어 탕진한 것’, ‘배가 고파 훈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단식한 것’,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개인집 재산을 훔치고 집짐승을 잡아서 급식

하는 현상’ 등을 보도하 다. KBS 뉴스라인, 2014년 10월 21일.
210)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11)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2015년 10월 22일. 
21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13) Voice of America, 2015년 6월 16일, 안찬일 소장 진술 참조. 
214)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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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215) 

또 한가지 북한군 기강해이의 문제점은 외부사조의 군대내 유입이다. 신병 충원

이나 외부와 접촉이 많은 병사, 군 일과생활에서 자유로운 직무나 여유가 있는 

사관들을 통해 외부 사회의 분위기가 군내로 파고 들고 있다. 즉 신병들이 사회에서 

부르던 출처 없는 노래를 각성 없이 부르거나, 군인들이 사회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색적인 녹화물을 보고 복사하여 유포시키는 일, 정치적 색채가 모호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첫째, 부대운 난에 의해 민간인과의 접촉기회가 증가된 것을 들 수 

있다. 즉 각종 재원을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북한 사회에서 모든 정보는 시장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의식변화가 군내에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외부사조의 유입을 통제하는 기구의 작동이 약화된 

것이다. 보위국 소속의 보위군관들과 총정치국의 정치군관들에게도 역시 배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기 업무를 원칙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군수물자를 횡용 및 착복하거나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안을 눈감아 줌으로써 잇속을 차리는 등의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216) 

전체적으로 북한군은 군내에서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서 입대 대상자와 부모들은 군 입대를 꺼리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당원이 

되기 위하여 자부심과 기대 속에 군 입대를 선호하 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현재까지 

특권층 및 신흥 재산가들은 뇌물을 이용하여 군사복무를 기피하고 있고, 힘없고 

경제력 약한 계층에서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도 많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10년여의 기간 동안 아들이 살아 돌아 올지 모르기에 부모들은 처절한 슬픔 속에 

울부짖으며 입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 있다.217) 

입대와 반대로 전역하기 전에는 대체로 분대장·부소대장 정도 되는데 이들은 

제대준비를 착실히 하기 위하여 자기 밑의 병사들을 시켜서 자전거나 TV 등을 

절도해 오라고 시키는 등 전역 직전의 하위 간부들에 의한 사적 재산 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18)

이같은 군의 기강해이 문제는 외형적으로 고위 간부 계층에 대한 장악 강도와는 

별도로 실제적으로 군부 통제에 의한 전투력의 정상적 발휘하고는 별개의 문제

215)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16) 김병옥·김 희, “외부사조유입과 북한군 의식변화 실체”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36〜42.
217)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18) 김승철, 김정은의 11가지 딜레마 (서울: 늘품플러스, 2014),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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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통제의 실효성 부분은 계속 관찰의 요소로 남게 된다.

제5절 군 건설사업 동원

김일성은 6.25 전후 경제복구를 추진함에 있어 노력동원 유형의 생산증대 방식을 

추진하 다. 즉 김일성은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 중국의 대약진 운동 등의 향 

하에 ‘천리마’ 운동을 통하여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후계자 김정일도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전투적 구호를 제시 

하여, 그 첫 시도로써 1974년 10월부터  ‘70일 전투’를 발기하 다.219) 이의 일환으로 

1974년 10월 2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70일간 북한경제 전반에서 강제 동원식의 

경제발전 모델을 전개하 다.220) 그 결과 공업생산이 1.7배 성장하여 1974년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17.2% 증가하 다. 이러한 공로로 1975년 2월 15일 

중앙인민위원회는 김정일에게  ‘공화국 웅칭호’를 수여하 다.221) 김정일은 이 

70일 전투가 종료되자 또다시 속도와 질의 동시 향상, 전격전·섬멸전 적용, 기술

혁신운동과 연계한 예비자원의 총동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성의 속도’, ‘100일 

전투(석탄생산 증산)’,  ‘2회의 200일 전투(3차 7개년 수행 달성 독려)’,  ‘1980년대 

219) “......1974년은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해입니다...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사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

며......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이악하게 달라 붙어 예비를 찾아내고 자체의 힘으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대신에 모든 것을 우에서 풀어 줄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비상조치로서 70일전투를 조직하기로 하 습니다...올해에 농사가 잘된 것은 

수령님께서 새로운 농법을 내놓으셨고...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70일 전투를 위하여 전인민적 총동원바람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70일전투

지도소조들이 나가게 되는 조건에서 3대혁명소조도 여기에 합세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0월 9일)”, 김정일선집 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456〜483.

220) “......70일 전투기간에는 일체 회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당 생활총화도 이번 
전투기간에는 10일 당생활총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새로운 당생활총화 

제도 자체가 2일, 3일, 주 및 10일 당생활총화를 하게 되여 있는 만큼 10일 당생활총화를 

하여도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에 모순될 것이 없습니다......이번 전투는 장기적으로 하는 

전투도 아닌 것만큼 이 기간에는 회의를 할 것이 있어도 좀 참아야 합니다......70일 전투

기간에는 토요학습도 2시간씩 하며 수요강연회도 한 시간 이상 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

니다......”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0월 9일)”, 김정일

선집 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470〜471; 북한은 당 생활총화를 엄격히 

하면서도 ‘70일 전투’ 등과 같은 집단노력동원이 진행될 때에는 자아비판의 시간을 축소

하기도 하 다.
221) 당력사연구소 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 략력 (평양: 평양출판사, 1996),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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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창조운동(천리마 운동의 계승)’,  ‘1990년대 속도창조 운동(3차 7개년 계획 

완수)’의 형태로 확대하 다. 

<표 3-7> 북한의 정권별 주요 속도전 사례

구 분 용   어   등  장    및    의  미

김일성 시대

• 천리마 운동:  1956년 최초 사용, 대중화 운동 추진
  * 1972년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라며 헌법개정
    (헌법 제13조)
• 평양 속도: 1958년, 평양시 건설
• 비날린 속도: 1961년, 비닐 공장 건설
• 강선 속도: 1969년, 제강소 건설
• 100일 전투: 1971년, 공작기계 부문 생산
• 충성의 속도: 1974년, 건설, 화력부문 생산 

김정일 시대

• 70일 전투: 1974년, 채굴, 수송, 수출 확대
• 1980년대 속도창조운동: 천리마 운동의 계승
• 1990년대 속도창조운동: 3차 7개년 계획 완수의 형태
• 만리마 운동: 1998년, 최초 사용한 이래, 2012년까지 지속 등장
• 제2천리마 대진군: 1999년, 전국에서 전개
• 붉은기 대진군: 2001년, 노력혁신과 주민 동원 호소

김정은 시대

•희천속도: 2009년 9월, 자강도 희천 발전소 건설을 독려하기 위해 제시222)

•마식령속도: 2013년, 외화벌이와 국제관광산업을 위해 조속한 공사 완료 
독려

• 조선속도: 2014년, 노력동원식 경제발전 추진

출처: 김민지, ｢북한의 ‘속도전’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 38

〜67, 참고 재구성.

김정은 역시 후계자 수업을 쌓을 시기인 2009년 5월 10일부터 ‘150일 전투’를 

추진하 고 이 노력동원이 종결되자마자 다시 ‘100일 전투’를 시작하 다. 이러한 

방식 역시 노력 동원식의 경제발전을 추진한 것이었고, 특히 스위스 유학의 경험을 

되살려 금강산 일대 마식령에 스키장을 건설하 다. 이는 청년돌격대와 주민들을 

투입한 이른바  ‘마식령  속도’의 기치 하에 새로운  ‘조선속도론’을 주창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2013년 6월 4일 김정은은 군대와 주민들에게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는  ‘호소문’을 발표

하 다.223) 이 호소문에서는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 낼 수 없는 대공사를 

222) 로동신문, 2014년 11월 14일.
223) “......김정은 동지께서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 쥐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인민

경제계획 수행에 적극 이바지 할데 대해 호소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5일.



74 신진연구논문집

군인 건설자들은 시작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 다”며  “군인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스키장 건설을 올해 

안으로 끝내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 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리라!”224)는 확신을 표명하 다. 

이어 2014년에는  ‘조선속도’가 등장하 는데, 1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환구시보와 신화망 등 중국 언론이  ‘마식령에서 조선속도 체험’이라는 제하에 

스키장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도하 다.225)  또한,  4월 10일 조선중앙 TV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평양시 경축대회’ 모습이 방 되었고, 이 자리

에서 김기남 선전선동담당 비서는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온 세계가 

놀라는  ‘조선속도’라는 새로운 시대어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고 연설하 다.226) 

이러한 속도전 기치 하에 북한 전 지역에서 군병력의 동원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즉 희천 수력 발전소 공사, 황해도 물길 공사, 세포 축산기지 건설, 

금강산-원산 국제 관광지구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227) 

또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외에도 중요한 김정은의 치적 사업에는 대부분 

군 인력이 운용되어 공사기한을 맞추고 있다. 2015년 6월에 원산의 육아원과 애육

원을 현지지도한 김정은은 군인 건설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 고,228) 9월에는 

라선시 홍수 피해 복구 현장을 지도하면서 각급 부대 장병들이 복구에 성과를 

내고 있어 인민군대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봉지구를 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 다.229) 특히 김정은은 당창건 70주년 기념일 이전까지 주요 공사를 

224)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5일.
225) 조선중앙통신, 2014년 1월 23일.
226) 조선중앙TV, 2014년 4월 10일.
227) 2014년 10월 24일 제526, 제478 연합부대 쌍방 실기동훈련지도 보도 시에, 현 철 인민무력

부장이 이 길 총참모장보다 앞서 호명되었다. 이는 인민무력부가 후방사업(노력동원)을 

담당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민무력부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10월 24일.
228) 조선중앙통신, 2015년 6월 2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을 앞둔 원산 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세상에 없는 애국의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의 고결한 
혁명관, 미래관에 의하여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 다.....”
229) 조선중앙통신, 2015년 9월 18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선시 피해복구 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박 식 동지, 렴철성 동지, 강표  
동지를 비롯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의 지휘관들과 내각부총리 김용진 동지가 

맞이하 다......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8월 27일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문제들이 토의되는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 피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 전으로 와닥닥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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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완료하도록 하 다. 

<표 3-8> 북한의 당 창건 기한부 건설 진행 현황(2015.11월 30일 기준)

순번 시설명 지역 김정은 방문일 착공 진행상태 비고

1 원산 육아원 ·애육원 원산
2015.2.11.
2015.4.22  2014.10월 완공

2 평양시 양로원 평양 2015.3.6. 2015.1월 완공

3 과학기술전당 평양
2014.6.2.
2015.2.27. 2014.2월 완공

4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 평양 2015.2.15. 2015.4월 완공

5 어린이 식료품 공장 평양 2014.12.16. 2014.12월 완공

6 어분 사료공장 남포 2015.3.24. 2015.3월 완공

7 희천발전소 2단계 자강 희천 미 방문 2012.1월 완공
시험
가동

8 백두산 청년 발전소 양강 백암
2015.4.20.
2015.9.14.
2015.10.4

2004.5월 완공

9 원산 초등·중등학원 원산 2015.2.11. 2014.8월 지붕공사 지연

10 고산과수농장 4단계 강원 고산
2013.6.4.
2014.7.24. 2011.12월 식목/

도로 공사
지연

11 세포 축산 기지
세포, 

이천, 평강
미 방문 2012.11월 벽체/지붕 

공사
지연

12 김부자 동상 전 국 미 방문 2015.2월 기단공사 지연

13 평양 중앙 동물원 평양 2014.3.12. 2013.5월 벽체/
지붕 공사

지연

14 5월 27일 수산사업소 강원 문천 2015.3.14. 2014.8월 벽체/
지붕 공사

지연

15 금산포 
젓갈공장·수산사업소

황남 은율 2015.3.27. 2014.5월 벽체공사 지연

16 10월 3일 공장 현대화 강원 문천 2015.2.8. 2015.3월 지붕공사 지연

17 나선시 피해 복구 나진 선봉
2015.9.17.
2015.10.8 2015.8월 인도교

공사
지연

출처:「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참고 재구성.

하달하시었다......각급 부대 장병들은 건설전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혁명적 군인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0일 동안에 1,300여 세대의 

살림집 블로크 벽체 쌓기를 완전히 끝내고 콩크리트 층 막치기와 내외부 미장 작업을 진

행하며 건설 전투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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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공사가 자재난등으로 인하여 기한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 인력을 주요 공사 및 피해 현장에 투입 하는 방식은 말단 

병사부터 지휘관까지의 군부를 통제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6절 군내 사상 및 유일지배원칙 교육

김정은 역시 선대와 유사하게 군부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사상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교육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궁극적으로 수령에 대한 군부의 충성심을 발현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새로이 ‘유일적 도 확립 10대 원칙’을 제시 하 다. 

특히 군부 내에서의 사상교육은 더욱 철저하다. 각개 병사들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상화 교육은 입대 이전의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장기간의 반복교육 형식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간부와 병사들은 통제된 내에서 정치군관들에 

의해 실시되는 사상 교육에 조건 없이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체계는 군부 

통제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1. 5대교양230) 교육

김정은은 집권 이후 기존의 4대교양에서 새로이 5대 교양을 주창하고 있는 바, 

이는 ①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위대성 교양 ②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③ 신념교양 

④ 계급교양 ⑤ 도덕교양이다. 김정은이 특히 5대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제국주

의자들과 반동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

적 신념과 반제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 사회에 썩어 빠진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를 퍼뜨리려고 미쳐 날 뛰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문제로 나선다〉231)고 주장하

고 있다. 

1)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 교양

위대성 교양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천출위인상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230) 2014년 12월 13일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해군 제189군부대를 시찰

하면서 처음으로 5대 교양을 제시하 다. 여기서 5대 교양은 기존의 4대 교양에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위대성 교양’을 추가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12월 13일.
231) 리 철, “5대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 사회과학원학보 제88호(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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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통한 교양이다”고 정의되고 있다.232) 따라서 북한은 

이  “위대성 교양”을 모든 사상교양 사업의 첫 자리에 놓고 있고, 김일성의 위인적 

풍모를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14년까지는 위대성 교양에서 김일성-김정일만을 강조하다가 

2015년 부터는  ‘김정은’ 위대성까지 포함하여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다.233) 

결국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위대성 교양은 기존의 김정일 애국주의만을 강조하다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상의 원천으로 소재화하고 있기에 선대(先代)의 두 사람을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김정은도 추가하 고 

이는 유일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4대 교양에 한 가지를 더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내 조국의 

부강 번 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34) 

김정은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누구나 다 김정일 애국주의의 참뜻을 알고 그것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을 구호를 웨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깊이 있고 폭넓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장군님께서 

지니신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대하여 똑똑히 알고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오늘은 어렵더라도 인민의 념원이 활짝 꽃펴날 래일을 위하여 

232) 조선로롱당출판사 편,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

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학습제강(간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 5.
233)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백두산 절세 위인들을 인간태양, 선군태양으로 높이 칭송

하고 있다” : 조선로롱당출판사 편,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학습제강(간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 5.

234) “사상전의 연속포화로 총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15일;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관한 농근맹 일군들의 연구 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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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235)

이러한 김정일 애국주의는 글자 그대로  ‘김정일을 본 받아서 애국을 하자’라는 

뜻이지만236)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라는 제하에서 보듯이 ‘김정은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미를 주민과 군에게 적극 사상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사회 간접시설 공사 등에 군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3) 신념 교양 

신념교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것’

이다.237)  여기서 신념이란  “자신이 체득한 사상과 견해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것을 

끝까지 실현 하려는 강한 지향이 결부된 사상의식”을 말한다.238) 

김정은은 2014년 11월 3일,  4일간 개최된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소집교육 시에 

육·해·공군 대대장들 앞에서 직접  “항일 선열들의 혁명신념을 버리지 말라”고 

연설하며  “오늘도 우리 가슴에 그들의 맥동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이 신념의 

구호를 심장 마다에 쪼아 박고 수령님과 장군님 따라 이어온 우리 혁명이 빛나게 

완수되는 그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 오기 위하여 불굴의 신념으로 억세게 

싸워 나가자”고 강조하 다.239) 이는 곧 일제 강점기 항일 투사들의 혁명적 활동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본받아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념

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다”240)고 하여 김정은 

우상화에 일조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35) 김정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11〜12.

236) 한승호, 이수원,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구호 ‘김정일 애국주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국방

정책연구 제29권 제2호(한국국방연구원, 2013), pp. 119〜121.
237) “사상전의 연속포화로 총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15일;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관한 농근맹 일군들의 연구 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4년 9월 20일.

238) 조선로롱당출판사 편,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

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학습제강(간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 9.
239) 조선중앙통신, 2014년 11월 5일.
240) 조선로롱당출판사 편,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

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학습제강(간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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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급교양 

계급교양은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공화국 침략 책동과 

반동적인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에 대항하는 것’241)이다. 

…계급의식을 부단히 높여 주는 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 과의 첨예한 

대결전 속에서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공격 작전을 벌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계급교양사업을 잠시라도 늦추면 미제와 

계급적 원쑤들의 침략 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철저히 짓부실 수 없고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들을 끝까지 수호할 수 없게 된다.… 계급교양 거점을 잘 꾸리고 

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참관조직을 짜고 들고 여러 가지 

교양수법들을 널리 받아 들여야 한다.242)

5대 교양 중에서도 김정은 시대에는 계급교양을 강조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후의 계급교양은 반제·반미의식을 고양 시키는 것으로서 김일성 시대

에는 노동자·농민들을 대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설명하거나243) 미제와 일제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내용 위주로 실시했던 계급교양과는 시대적 환경적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김정은은 핵개발에 따른 서구의 대북(對北)제재와 대북(對北)

인권압박,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응 하기 위하여 미국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반미(反美) 사상교육을 위해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에는 ‘계급교양관

지도국’을 편성하여 계급교양 분야를 관장하고 있으며, 개성시 계급교양관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침략과 약탈을 저지른 역사적 자료와 증거물 들을 발굴 전시하기도 

하 다.244)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신천’지역에 세운 신천박물관을 적극 

활용하여 군인과 주민 대상으로 반미(反美)·반제(反帝)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245)

241) “사상전의 연속포화로 총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15일;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관한 농근맹 일군들의 연구 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4년 9월 20일.

242) “반제 반미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수호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로동

신문, 2014년 9월 18일. 
243) 김성철,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33〜34.
244) “일제 야수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후 귀중품을 빼내어 경매에 붙인 만행자료와 고려자기, 

미국선교사들이 ‘치료’ 명목으로 인민을 살해한 약병, 사진자료 들이 전시되었다”, 조선

중앙통신, 2014년 9월 25일.
245) 방성화, “우리 세대가 결산할 것이다-65년째 원한의 년륜을 새기는 신천땅을 밟으며” 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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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급교양 교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최고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자246)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반미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일환으로 시도 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한국과 서구의 USB, CD 등이 군 간부들에게까지 

유포 되는 현실에서247) 서구 바람을 차단하고 체제 유지의 내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미·반제의 계급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5) 도덕교양 

도덕교양은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 품성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육’으로 표현되고 있다.248) 또한 이러한 도덕교양은 군인들에게는 

‘도덕 강군 건설’로 교육되고 있다. 즉 〈도덕강군을 건설한다는 것은 인민군대를 

신문 정론, 2015년 10월 24일. : “10월 18일 바로 이날이었다.....순박한 사람들과 철모르는 
아이들, 연약한 녀성들과 로인들을 놈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들 다. 죽은 후에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모두 옷을 벗게 하고는 5〜6명씩 결박하여 군당 방공호에 어 넣기 

시작하 다......그처럼 비좁은 곳에 900여명이나 몰아 넣고 불을 지른 야수들......방공호에는 
아직도 그날의 피비린 내가 풍기는 것 같다......강사의 해설은 참관자들의 경악을 자아내고 

분노를 터뜨린다......원쑤와의 결전은 물리적 힘의 대결이기 전에 사상정신력의 대결이다. 
사상의식에서 기본은 계급의식이다. 원쑤의 야수성과 잔악성을 뼈속까지 새기고 그를 

극도로 미워하며 원쑤와 끝까지 싸울 계급 계급의 신념과 의지로 무장한 군대와 인민

만이 자기의 삶과 존엄을 지킬 수 있고 최후의 승리를 안아 올 수 있다......그 무슨 <인권>에 
대해서 떠벌리는 미제의 입에는 신천의 희생자들의 피와 살점이 묻어 있다......”

246)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압력은 2012년 6월 18일 당시 유엔인권최고대표인 Navanethem 
Pillay(남아공)가 최초로 탈북자 문제를 언급하 고 이어 2013년 1월 15일에 북한의 반인권 

유린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성명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핵위협만 인식하던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적 이슈로 부상시킨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가 구성되었고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2014년 2월 17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 다. 
이 내용에는 김정은의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4년 9월 20일 Pillay 후임으로 인권이사회 최고

대표에 임명된 Zeid Al-Hussein(요르단)은 북한에 268개 항목에 해당하는 개선요망 사항을 

통보하 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에서 자체 제작한 ‘조선인권보고서’ 등을 

유엔 공식문건으로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외교활동을 전개하 다. “조선인권연구

협의회 대변인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기자의 질문에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4년 9월 23일; “조선인권협회보고서 유엔공식문건

으로 배포” 21세기 민족일보, 2014년 10월 17일.
247)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48) “사상전의 연속포화로 총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15일;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관한 농근맹 일군들의 연구 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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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수령에 대한 순결한 의리심을 지닌 혁명 군대, 도덕적으로 완성되고 도덕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 가는 강군으로 만든다는 것〉249)이다. 이러한 도덕교양은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교육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여 사상교육이 군과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적용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덕교양의 교육내용에는  “인민군대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파급되어 사회가 더욱더 활기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풍모가 구현되어 있는 인민군대의 생활 기풍이 온 

사회에 차 넘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50)   

2. 유일지배 10대 원칙 제시

김정은은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체제 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9일  ‘당의 유일적 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수립하여 발표하 다. 

이는 김정일이 후계체제를 확립하던 1974년 4월 19일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김정은 통치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서문에서는  ‘선군사상’이 계속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용 중에는 

새롭게  ‘핵 보유’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舊)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명분을 

포함함과 동시에 김정일 10대 원칙에서 제시되었던  ‘김일성 사상’을  ‘김일성-김정일 

사상’으로 수정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시발점으로 하 다. 이러한 수령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 세우기’는 3대 세습의 전 과정에서 불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유일사상 체계, 유일적령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틀어 쥐고 전 당에 오직 수령의 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 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 왔다.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모든 당원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사상 의지적으로 굳게 묶어 세우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배치되고 통일 단결에 저해를 주는 이색 

적인 사상요소들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전 당이 수령의 사상 으로 숨쉬고 

수령의 뜻대로 움직이며 수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일떠서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긍지 높은 모습이다.…251)

249) 한수  “도덕강군 건설이란 무엇인가” 조선에 대한 리해(군사)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p. 21.

250) “도덕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중요 요구”, 로동신문, 201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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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일사상을 강조하는  ‘10대원칙’은 북한체제 최고지도자의 일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에  ‘헌법’,  ‘규정’보다도 최상위의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표 3-9>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과 ‘유일적 영도 확립 10대원칙’ 비교

구분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10대원칙

서론 • 김일성이 도하는〜
•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하〜선군혁명 
위업 계승

• 일심단결, 핵무기 중추 군사력, 자립
경제 구축 

1 •김일성 혁명사상 일색화 위해 몸바쳐 투쟁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해 몸바쳐 투쟁

2 •김일성을 충성으로 우러러 받들어야 함
• 김일성-김정일 원한 수령,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어 모셔야 함

3 • 김일성 권위 절대화
•김일성-김정일·당 권위 절대화, 결사
옹위

4 • 김일성 사상 신념화 교시 신조화
•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

5 •김일성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 원칙 준수
• 김일성-김정일 유훈, 당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 원칙 준수

6
•김일성 중심 당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 강화

• 도자 중심 당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 강화

7
•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

• 김일성-김정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작풍 소유

8
• 김일성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 보답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

9
• 김일성 유일 도하에 전당·전국·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력한 조직규율 
확립

• 당의 유일적 도 하에 전당·전국·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력한 조직규율 
확립

10 • 김일성 혁명위업 대를 이어 계승 완성
• 김일성 개척, 김일성-김정일이 이끌어 
온 주체혁명위업, 선군 혁명위업 대를 
이어 계승 완성

맺음 • 김일성에게 충실한 근위대
• 김일성-김정일을 원한 수령으로 
모실 것

출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은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07〜117; 

‘유일적 도 확립 10대원칙’은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

대원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참고. 

251) 로동신문, 201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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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김정은 정권의 군부장악 전망

집권 4년차를 넘기고 있는 김정은은 로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서 ‘인민’을 외치며 

향후 주민을 위한 통치를 열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2016년 5월에는 당 7차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공표하 는데252) 이는 내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자적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정치행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더욱 유일 지배를 구축한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 평화체제 회담을 제의하는가 

하면 중국과도 전통적 우호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고, 남한에 대해서도 8.25 고위급 

회담 결정사항인 남북 당국자 회담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정치에서 김정은의 군부장악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인 

연착륙으로 평가된다. 다만 극도의 억압통치 체제를 형성하면서 최고지도자와 군부 

엘리트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보급부족에 따른 군의 일탈행위는 군부통치의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군부장악은 고위 간부들과의 신뢰성 회복과 

경제발전에 의한 사기 진작에 진정한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절 강등과 복권의 인사정책 지속

김정일 시대에는 군부인물의 직책 수행이 비교적 장기적이었고 대체로 종신 보직 

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군권 장악 통치술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강등과 복권의 

반복이다. 즉 신상필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부 고위직에 대해 승진과 강등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 집권 이후 강등과 복권의 반복은 현저한 빈도 증가를 나타낸다. 김정은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아무리 공을 세운 이들이라도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집행하고, 

강등이 되더라도 다시 복권되는 사례를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당사자들에게 어느 

자리에서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지위가 회복 된다는 당근을 내어주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욕이 극심했던 인물은 현 철의 경우이다. 그는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 개최 전에 김정은, 김경희와 함께 대장 칭호를 수여받아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보좌할 핵심 인물로 등장하 다. 또한, 리 호가 해임된 바로 다음 

날인 7월 16일 후방 8군단장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공동결정으로 

252) “당 정치국 결정서 〈당 7차 대회를 소집할 데 대하여〉” : 로동신문, 2015년 10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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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서 차수로 초고속 진급을 기록하 다. 물론 현 철도 조선로동당 창건 

67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차수에서 강등된 대장 계급장을 부착하고 나타난 것이 확인된 

적이 있었으나253) 이후 인민무력부장직에 임명되어 복권되는 듯하 다. 그러나 

현 철은 러시아 방문 이후,254) 전격적으로 총살 당하는 숙청의 대상으로 사라졌다.

<표 4-1> 김정은 집권 이후 대장급 이상 강등 및 복권 사례

성명 당시직책 일 자 진 급 강 등 복 권

현 철

8군단장 2010. 9 상장→대장  

총참모장
2012. 7 대장→차수  

2012.10 차수→대장

5군단장 2013.6.3 대장→상장

인민무력부장 2014. 6 상장→대장

김 철 정찰총국장

2012.2.15 중장→대장

2012.11. 대장→중장

2013.2.27 중장→대장

2015.4.16 대장→상장

2015 8.2 상장→대장

최룡해 총정치국장
2012.12.16 차수→대장

2013.2.6 대장→차수

최부일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2013.2.3 대장→상장

2013.6.11 상장→대장

인민보안부장

2014.7.10 대장→상장

2014.12.17 상장→소장

2015.10.19 소장→대장

장정남

1군단장 2013. 5 중장→상장

인민무력부장

2013. 8 상장→대장

2014.2.16 대장→상장

2014.3.19 상장→대장

5군단장 2014.7.27 대장→상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2014.6.5 대장→상장

2015.2.16 상장→대장

출처: 각 시기별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로동신문 참고 재구성.

253) 조선중앙TV, 2012년 10월 10일.
254) 현 철은 2015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러시아의 제4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가하여 

군사외교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하자마자 처형되었다. 로동신문, 2015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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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정남 5군단장도 1년여 동안 5번이나 승진과 강등을 반복하 다. 2013년 

5월에 최전방 1군단장에서 인민무력부장으로 파격 승진하면서 중장에서 상장으로, 

2013년 8월 에는 다시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 다. 그러나 이후 2014년 2월에 

상장으로 강등 되었고, 2014년 3월에 대장으로 복권되었다. 최종적으로는 2014년 

7월 27일 정전협정체결일 기념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시 김상룡 2군단장, 리성국 

4군단장과 같은 군단장열 위치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계급도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되어 5군단장으로 좌천된 것이 확인되었다.255)

특히 김 철 정찰총국장도 강등과 복권의 회오리를 피하지 못하 다. 김 철은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호전적 강경인물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2월 대장으로 

진급하 고 2012년 8월 김정은의 최남단 무도와 장재도 방문 시 목선에 함께 승선

하여 측근임을 과시하 다. 그러나 2012년 11월 19일 조선 중앙TV에서는 김정은의 

제534군부대 직속 기마중대 훈련장 시찰 사진에서 중장으로 2계급 강등 된 것이 

보 고 이후 2013년 2월 26일 김정은이 공훈 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 했을 때는 

다시 대장으로 복권된 모습이 나타났다.256) 이처럼 김 철이 복권된 것은 3차 핵실험 

관련,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 동참 등 정세를 고려하여 정찰총국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철은 복권된 이후 2013년 3월 5일에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승승장구하 으나 2015년 4월 15일 금수산궁전 방문 시 다시 

상장으로 재 강등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어 2015년 8월 2일에는 또다시 대장으로 

재 복권된 모습이 노출되었는바, 현재까지는 변함없이 김정은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인민보안부장 최부일 역시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재직 시에 대장에서 상장

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257) 이는 현 철 전 총참모장이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 

되었을 때, 연대 책임을 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추후 다시 대장으로 복권 되었다가258) 

255) 조선중앙TV, 2014년 7월 28일.
256) 대장 계급장을 부착한 김 철이 일어서서 손뼉을 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로동신문, 

2013년 2월 26일.
257) 2012년 11월 19일 김정은의 후방총국 기마중대 방문 시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사진이 

보도되었다. 로동신문, 2012년 11월 20일.
25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2013년 6월 11일 09시 09분 제0036호 주체102(2013)년 6월 

10일 평양,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할 데 대하여》 “인민보안기

관과 인민내무군은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혁명의 쌍기둥을 이루는 2대 무장집단이다. 인
민보안원들과 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지난 기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당과 제도,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무

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커다란 위훈을 세웠다. 조
성된 정세는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인민보안기관과 인민내무군이 사회주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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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0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책임으로 재차 상장으로 강등되었었고 

그 후 2014년 12월 17일에 인민군과 인민보안부 간에 충돌이 있을 시, 다시 상장에서 

소장으로 또 한 차례 강등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조선중앙TV에 방 된 

당창건 70주년 열병식 참가자들과의 기념사진 촬  관련 기록 화에서 최부일은 

대장 계급장을 부착한 군복을 착용한 것이 확인되었다.259)

한편 강등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은 2014년 4월에 313 

군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현장 점검 후 훈련 실적이 미흡하자 4월 25일부로 여단을 

해체하고 간부 전원 167명을 2계급 강등시키기도 하 다.260)

이러한 비정상적인 계급 강등과 복권은 군의 조직적 저항이나 반란을 원칙적으로 

봉쇄 하고 군을 확실히 장악하는 김정은 나름의 통치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문을 철벽으로 지키며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총대와 법으로 믿음직

하게 담보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나는 인민보안기관과 전체 인민내무군 장병들이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주의제도의 관문을 지켜선 제일초병으로서의 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에게 대장의 군사

칭호를 수여할 것을 명령한다.”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로동신문, 2013년 6월 

11일.
259) 조선중앙TV, 2015년 10월 18일.
26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57호

주체 103(2014)년 4월 25일 평양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에 맞게 부대의 정상적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지 않은 제 

313군부대 지휘성원들을 책벌할 데 대하여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은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며 본분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는 전군의 모든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고도의 격동

상태를 견지하며 당에서 결심하고 명령을 내리면 맹호처럼 달려 나가 침략자들에게 무자

비한 섬멸적 타격을 안길 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대대를 비롯한 제313군부대안의 일부 부대, 군부대 일부 지휘성원들은 주체적인 전쟁관점

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당의 무력통일관을 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새기지 않은 데로

부터 정세를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적과 싸울 준비, 통일대전을 치를 준비를 똑바로 갖추지 

않고 있다. 
나는 인민군대의 사명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망각하고 전연포병화력타격임무를 수행

하여야 할 구분대들에 잡다한 과제를 주어 정상적 전투동원준비를 원만히 갖출 수 없게 

하고 최고사령부에서 불의에 내린 포실탄사격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제313군부대 지휘성원들의 행동을 적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때에 나타난 

투항주의적 요소로 엄중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화력복무훈련과 포 기술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고 파렬감시와 장치수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제681군부대 1대대를 해산하고 대대 군관 전체를 철직 제대시킬 것 

2. 적들의 광란적인 침략전쟁도발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각성있게 대할 대신 만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허송 세월하면서 부대의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지 않은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감하시킬 것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표시) 조선인민군, 201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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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 하에서 명예와 이권을 모두 향유하 던 군부 입장에서 당해야 하는 ‘굴욕’과 

‘수모’는 적지 않은 불만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261) 결국 이는 어느 특정한 인물

들의 권력강화를 방지하고 주요 고위 군간부들로 하여금 그들의 운명을 최고지도자 

김정은에게 의존시키고 종속시키는 물리적, 심리적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262) 

더더욱 다양한 감시 및 억압 기구들은 공포를 조장하여 군부의 수직적 충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김정은의 용인술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2절 군 인사의 충성·신뢰도 문제

김정은이 군부를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리더

쉽에 준거한 분석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더의 향 아래 조직의 팔로워들이 

어떠한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지에 대한  ‘팔로워십(followership)에 관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북한 군부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팔로워에 대한 이론은 경  부분에서 다양한 바, 팔로워와 팔로워십에 대한 정의는 

폭넓게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팔로워는 뜻이  ‘돕다’,  ‘후원하다,’  ‘공헌하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종자,  부하,  하급자’를 뜻하며 따라서 팔로워는 리더를 도와 

조직의 발전을 유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263) 아울러 팔로워십이란 조직 내에서 

리더의 지시를 따르고 그들을 도와 조직의 발전과 성장을 유도하는 사람들인 팔로

워가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성향이나 행동양식 또는 사고체계 등이다.264) 특히 

카네기멜론 대학의 켈리(Kelly) 교수는 팔로워의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 다. 

① 수동형(the sheep)으로서 리더 앞에 턱 받치고 앉아  “뭘 할지 알려 달라는 유형”

이다. ② 순응형(the yes-people)으로서 긍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리더 편을 들지만 

여전히 리더가 자신에게 비젼과 방향제시를 해 주기를 기대하는 형이다 ③ 소외형

(the alienated)은 리더가 새로운 제안을 할 때마다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열 개씩 늘어 놓는 부정적인 유형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모든 것에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④ 실무형(the pragmatics)은 스스로 선봉

26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62) 백학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2012〜2014 (서울; 세종연구소, 2015), p. 148.
263) 서의정, “스타 팔로워를 만드는 비결” SERI 경 노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2), pp. 

1〜11.
264) 리더피아, “팔로워십-리더안에 들어 있는 위대한 리더-” 리더피아 2010년 1월호, (서울: 

리더피아사, 2010), pp.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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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에 빠지는 법이 절대 없는 

실용주의자 들이다 ⑤ 모범형(the star)은 자신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찬 사람으로 인식한다. 조직에 대한 비판력과 공헌력을 가진 유형이다.265)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수
동
적

행
동

소외형 팔로워
(alienated followers)

모범형 팔로워
(effective followers)

적
극 
·
능
동
적

행
동

실무형 팔로워
(the progmatists)

수동형 팔로워
(passive followers)

순응형 팔로워
(the conformist)

독립적·비판적 사고 의존적· 무비판적 사고

출처: 김건용, “ 재리더쉽세미나” (서울: 국제 재교육연구회, 2011), p.3.

<그림 4-1> 팔로워 유형

상기 이론에 준하여 김정은의 통치에 대해 군부라는 팔로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 다.266) 대다수의 

답변자들은 북한 군부는 현재 김정은의 숨 막힐 듯한 감시수단에 의하여 무조건

적으로 복종하고 있으며, 관료 체제 내에서 생존 자체를 위하여 감히 돌발적인 

사고와 행동을 감행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67) 무엇보다도 장성택과 

현 철의 숙청을 목도하면서 간부층 내부에서는 모두들 감시망의 공포에 휩싸여268) 

의사소통이 막혀 있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태가 확산되고 

265) 박정민, “5가지 팔로워십 유형,” 인사관리 3월호 (서울: 인사관리협회, 2011), p.15.
266) 인터뷰는 2015년 6월 4일부터 2015년 11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3부분

으로 구분하여, ① 북한 군인 출신 ② 북한 당·정 간부 및 무역종사자 출신 ③ 일반 주민

들로 구분하 으며, 특히 일반주민들에게는 북한 군인들의 대민 피해 및 북한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 내용 위주로 질문하 다. 또한 인터뷰 방식은 방문인터뷰와 초청인터뷰, 
전화인터뷰 방식을 취하 다.  

267) 대체로 북한 군인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술하 다. 
268) “브루스 버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군부 엘리트들은 다음은 내가 당하지 않을까 차라리 

김정은을 먼저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김정은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5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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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견도 있다.269) 실제로 김정은은 절대권력에 도취되어 안하무인격 형태, 

무자비한 처형, 무원칙한 군 인사 등으로 권력기반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스스로 

저해하고 있다. 심지어 현장방문으로 체제 장악력을 높이면서도 황병서와 최룡해를 

비롯한 간부들에게  “이 새끼야”,  “처형할 줄 알아”등 막말을 서슴치  않는 등 

미숙성을 표출하고 있다.270) 

따라서 현재 북한 군부 인사들의 팔로워 자세는 켈리(Kelly) 교수의 이론에 대응

하여 볼 때, 실무형 팔로워로 특징지을 수 있고, 일부는 모범형 팔로워 및 순응형 

팔로워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군 인사들은 김정은의 통치에 대해 먼저 

나서지 않으면서 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 급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섣불리 의견을 

제시했다가는 즉흥적이고 경험적은 김정은의 눈 밖에 날 수 있는 위험이 두려운 

것이다. 또한 대다수 군 간부들은 김정은의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시사항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되 업무 수행 중 건전한 비판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고 진술

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대부분의 김정은 현지지도 시에 수행자들이 무조건적으로 

필기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굳이 팔로워 유형을 

대입 한다면, 북한 군부 인사들은 김정은이 지시해 주고, 업무방향을 제시해 주기

만을 기다리는 집단들이다. 

결국 북한 군부 팔로워들은 김정은 리더쉽에 대해 두 가지 형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 시대부터 고위층을 형성한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정찰총국장 그룹들은 철저한 눈치보기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해 순응형과 실무형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내면의 충성심과는 별개의 외적 

복종심을 표출하여 생존을 유지하는 군부인사들로 볼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한 신진 군부 인사들은 야전 전투 전문형, 핵-미사일 테크노크라트들로서 

이들은 모범형과 실무형으로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문성을 무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자부심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철저히 

앞서 나서지 않으면서 자기분야의 역에는 빠짐없이 참가하여 임무를 완성하는 

팔로워 형태를 보이고 있는 군부인사들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 군부들은 일단 김정은 지도에 순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김정은의 

군부 장악은 성공적이다. 중요한 것은, 군의 행동은 반드시 상관의 지시에 대한 

269) 북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북사업가의 진술에 의하면 4.15 김일성 생일 행사시에 

연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은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억눌려 있고, 대부분의 
간부들이 경직되어 있으며 생일잔치의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진술하 다.

270) 이수석, “북한정권 4년 평가 : 북한정치의 변화”,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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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신뢰가 형성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기대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북한 군부는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촘촘한 감시체계에 

의한 복지부동속에서 상하 간에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제3절 군부와 북한체제 불안정성 관계

또 한 가지 군부통제의 성공과 실패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관련된 점검 요소 12가지를 상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 다. 이 

12개 질문 항은 다시 3부분으로 구분하여 첫째는 군부통제가 성공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  둘째는 군이 본연의 임무를 정상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셋째

로는 군의 사기와 불안정성 등의 실상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고찰 하 다. 

이를 위해 첫째는 북한 당(黨)·군(軍) 관계에서 군부 통제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① 군부의 돌발적 활동(쿠테타 가능성, 부대간 충돌, 특이한 군사훈련 등) 

② 핵심 군부 인물의 인사변동 ③ 대규모 부대의 이동 ④ 비 정상적 훈련 ⑤ 수도권 

경계태세 강화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항목은 지수가 높을수록 불안하고 군부 

통제가 실패하고 있음을 나타나게 된다. 둘째는 군이 본연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으로서 ⑥ 부대해체/지휘체계 변경 ⑦ 군사 훈련의 

급격한 증감 ⑧ 훈련 중지 사례 ⑨ 검열기관 활동 확대 등의 요소를 살펴 볼 수 

있다. 이 항목 또한 수치가 높을수록 군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군 내부의 실상과 관련하여서는 ⑩ 군 식량지원의 변동 

⑪ 탈 병/행불자 증가 ⑫ 군에 의한 대민사고 증가 ⑬ 징집 기피 증가 등의 항목

으로서 북한군의 불안정성 여부를 고찰하 다.  

질문에 응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현 상황 하에서 군부 내 쿠테타 등은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 고위간부들의 

교체도 비교적 줄어들었다고 하 다. 이미 중간그룹에서도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신진세력으로 교체를 완료하 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대부대가 위치를 변경한 경우도 드물다고 밝히고 있다. 군부대 훈련의 경우도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경연대회, 시범 등이 빈번한 편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평양권 만을 대상으로 한 경계 강화 조치 등은 거의 

없었다는 의견이 다수 다.271) 

한편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부대가 없어지는 경우도 흔하지 않았고 특히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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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도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 다. 다만 훈련의 경우, 

공사동원이나 농업지원을 위하여 수시로 훈련이 생략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기계화 부대의 경우 유류부족으로 인하여 훈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검열기관들도 상층부는 검열활동이 확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중간 제대급 부대의 보위국, 정치장교 활동은 별다르게 늘어난 경우는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 다. 다만 대부분의 북한이탈 주민들은 여전히 군부대에서 식량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하 고, 탈 병들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민간인들은 군을 피하고 군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군 입대와 관련하여 요즘은 북한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진술을 다수 표출하 다.272) 

이를 종합해 보면 현재 김정은은 외형적으로는 군부를 성공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강력한 감시장치를 십분 활용하여 고위 군 간부들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에 대한 반감 표출이나, 상반된 의견을 개진

한다는 것은 숙청에 이를 수 있다는 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철저한 복종 

자세로 김정은 지시를 이행하는데 급급한 실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의사소통 

부재라는 신뢰성 불신 문제와 귀결되며 따라서 고위 군 간부들이 최고사령관을 

동지적 존경으로 받들기 보다는 철저한 눈치보기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맹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간계급과 말단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본능 

욕구 적인 식량 등의 군수지원이 여전히 열악하여,  사고예방,  군기강 확립,  콩· 

수산·축산 등의 식량 확보, 훈련강화와 같은 최고사령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치적 군부장악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김정은 체제는 

군 하부 조직까지의 실질적인 장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잉여를 군에 

할당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정책적 고려 사항

김정은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북한군을 정상적으로 장악, 통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 하에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군사분야에서 

북한군의 실세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인민무력

271) 인터뷰는 북한군인 출신들과 당·정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272)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과 농·어촌 출신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부대 인근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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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참가하 으나, 현 시기 북한군의 대표자는 총정치국장

이다. 따라서 지난 8.25 고위급 회담시 우리 정부가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회담장에 

이끌어 낸 사례는 성공적인 교훈으로 볼 수 있다. 향후에도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 관련 사안이 현안으로 대두 될 경우, 총정치국을 움직이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최근까지 북한의 군사분야 대남 회담은 정찰총국장 김 철이 맡아왔다. 외형적

으로 정찰총국은 총참모부 소속이지만 그러나 김 철은 김정은의 각별한 신임 

속에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김 철이 회담대표로 선정될 경우, 

우리 정부 각 부서에서는 적절한 카운트파트너를 선정하고, 회담 결과가 김정은

에게 어떻게 인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의외로 인민무력부 

군사대외사업국 등에서 남북 간 현안에 등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남북교류가 

본격화된 이후, 세부적인 지원문제 해결 수준에서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한편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하에서는 대북 심리전 활동이 주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군에게 국제정치 실상, 북한상황, 남한 발전상 등을 

소개 하는 방송이나, 매체도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북한군은 여전히 허기와 

물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가장 원초적인 1차적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 위주로 

심리전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 보다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고위급 군 인사들은 

통일 이후 처벌이 두려워 통일을 방해할 것이므로 통일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전면

적으로 사면을 실시하고 신분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다.273)

무엇보다도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대북정책은 북핵 현안으로서 북한은 선군정치 

체계 하에 핵무장력 개발을 사활적(vital) 관건으로 여기고 있다. 핵무력을 결코 

포기할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는 외교, 통일, 국방부가 통합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핵 대처 및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북한 군사 

위협에 대비한 정치적, 군사적 대응태세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간 

접촉 또는 민간수준의 교류 행사시에도 항상 북한 군부의 향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돌발적인 도발이나 물리적인 충돌 등이 야기될 경우, 남북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군사적 대응으로 상황을 조기 종료 

또는 축소시켜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군사 활동을 

273) 브루스 버넷 연구원 진술. 동아일보, 2015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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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할 수 있는 부처간의 긴 한 협조가 필수이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접촉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인 협력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북한의 군사적 돌발행위를 

저해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경우, 주변국들과 정보교류, 강력한 

제재 시행, 외교적 성명 등을 통하여 북한의 돌출행위에 향력을 가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력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당(黨)·정(政)·군(軍)에서 군 관련 기구의 수장직에 

올라 이를 바탕으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 김정은은 이러한 

기구를 이용하여 내면적으로도 북한군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가? 북한의 당(黨)·

군(軍) 관계에서 김정은의 군부장악 여부는 동북아 정치지형의 안정 문제와 순치

(脣齒)관계를 형성하는 바, 출범한지 4년이 경과하고 있는 김정은은 일단 기존의 

제도를 답습하면서 성공적으로 군부를 통제하고 있다. 

우선 군사기구 변화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시대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확대

되어 기존의  ‘비상설 협의 기구’에서  ‘상설 최고군사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구성원 또한 8명에서 총 21명으로 2배 이상의 인적 증가를 이루었다. 또한 김정은 

자신은  ‘최고사령관’직에 우선 등극하여 중앙군사위원회의 집단적 지휘 방식과는 

별도로 독자적이고 직접적인 지휘체계를 형성하 다. 이러한 최고사령관 직위를 

활용하여 대남 수사적 위협에 직접 가담하고 있고 또한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

근위대 등의 민간무력까지도 최고사령부가 직접 지휘하며 주요한 사회공사들까지도 

군에서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은 군부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감시기구의 역할을 확대

하 다. 총정치국은 고유한 정치장교의 군 감시활동 외에도 군사훈련평가 및 경연

대회를 조직하는가 하면 노병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사활동 전반에서 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에게도 군부를 포함한 감시활동을 

확대하도록 주문하고 있으며 각종 ‘구루빠’를 조직하여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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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위부는 국경경비총국을 예하로 편제시켜 탈북자 발생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군부내 보위국은 김정은의 지시 하에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

모장등 군부 내 주요 간부와 군사지휘관 및 정치군인들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전화 도청·감청, 미행 등을 통해 군부통제에 일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처럼 감시 기구의 역할에 변화를 주면서 당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로 비대해진 군부를 통제하여 균형있는 당(黨)·군(軍) 관계 

구축에 주력하 다. 그리하여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부터 로동당 정치국과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결원을 채우기 시작하 다. 아울러 군부에 대한 지휘는 최고

사령관 명의로 하 고 주요 국가적 위기와 군사정책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통하여 조치해 나갔다. 동시에 지나치게 확대된 군부의 향력을 축소하여 

당중앙위원회내의 정치국에 군부 인물의 진입을 억제하 다. 또한 군부가 독점해 

왔던 일부 외화벌이 기구를 당과 내각으로 전환시켰다. 

이처럼 당우위의 통치체계를 확립하여 군부의 향력을 축소한 바탕위에 본격

적으로 군부의 세대교체를 서둘 다. 우선 독작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는데 장애로 

여기어지던 총참모장 리 호, 행정부장 장성택이 숙청되었으며, 이후에도 인민무력

부장 현 철이 총살되고, 최룡해도 혁명화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군부 교체중 선차적이고 비중있게 수행된 조치는 감시기구의 

인물들 교체로서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우동측 국가

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제거되었다. 또한, 인민보안부에서는 주상성, 리명수에 

이어 최부일에게 부장직이 승계되었다. 이러한 교체는 인민무력부도 예외는 아니

어서 인민무력부장은 2015년 12월까지 6명이 교체 되어 현재는 박 식이 담당하고 

있다. 

김정은 군부교체의 또다른 면은 군사전문가 위주로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있는 

점이다. 군단장들을 젊은 전문가로 선발하여 군의 전투전문 지휘관들을 보직시키고 

있고 특히 열세인 공군력 강화를 위하여 공군 전문가인 최 호를 항공 및 반항공

사령관에 임명하 다.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는 김춘섭 군수담당비서, 조춘룡 제2 

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이 부상하 고, 홍승무, 홍 칠 부부장

등이 약진하여 군부의 세대교체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군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선군정치를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선군

정치를 통해 군부 껴안기를 계속하여 체제위협 요소를 억제함과 동시에 실제로는 

군을 각종 노력 동원에 투입시켜 자신의 치적건설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러한 선군정치가 핵-경제 병진정책으로 현시화(顯示化)되어 김정은은 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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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군수담당비서와 당 기계공업부를 중심으로 핵·미사일의 첨단 비대칭 무기를 

개발하여 수령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군부통제 방식 중 선대(先代)에 이어 전통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상교육이다. 김정은은 기존의 4대교양에서 새로이 백두산 절세 위인

들의 위대성 교양을 추가 하여 5대 교양을 군내에서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병행하여 2013년에  ‘당의 유일적 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제유지의 원칙으로 

교육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정은은 군부장악을 위하여 다양한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는바 그중

에서도 독특한 점은 바로 강등과 복권의 반복에 의한 인사통치방식이다. 김정은은 

과오를 저지르면 단호하게 강등시켰고 또한 강등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인사를 

다시 복권시켜 충성을 유도하고 최고지도자에게 의존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이러한 강등과 복권에는 필연적으로 감시 및 억압기구들의 공포 조장이 수반

되고 군부의 수직적 맹종을 강제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외형적 군부 장악이 과연 내적인 상-하간의 신뢰도 형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의 평가이다.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팔로워십  

(followership)에 관한 이론’에 대응시켜 볼 때, 북한 군 간부들은 철저히 복종하고 

있다고 답변하 고 같은 방식으로 북한체제 안정성 측면에서 조사에 응한 북한

이탈주민 역시 김정은 체제는 상당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군부장악도 

성공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김정은의 군부통제 성공여부는 역시 경제적 지원문제와 함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통치 이후, 북한 경제는 외형적 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의 잉여가 군부대 보급지원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은 군에 대한 군수지원이 여전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도 자력갱생에 의해 군 살림을 자체에서 맡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군내에는 여전히 식량부족에 따른 민가 절도 등의 대민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내

에서 구타가 만연되고 있다. 보급체계가 무너지다 보니 부대 내에서도 외부에서 

물품을 조달해 오는 유력자가 힘을 발휘하게 되어 령(令)이 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구타를 해야만 지시가 먹힐 시점까지 온 것이다. 또한 군대 내에 외부

사조가 유입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부대운 난에 의해 민간인과의 접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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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등의 불순물이 내로 유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군 기강 해이 문제는 최고사령관의 지도력에 대해 군 고위급 인사들이 

맹종하는 차원과는 달리, 군 하부 체계에서 보급 및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북한 군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김정은의 실질적 군부장악 성공여부는 

북한 경제발전의 효과가 얼마만큼 군부대에 제공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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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지 : 김정은 정권의 군부장악 성공여부 및 군부인사의 반응 유형

1. 김정은 정권의 군부 장악은 성공적인가? 

• 북한 당(黨)·군(軍) 관계에서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는 성공적인가? 

  ① 군부의 돌발적 활동(쿠테타 가능성, 부대간 충돌, 특이한 군사훈련 등) 

  ② 핵심 군부 인물의 인사변동 

  ③ 대규모 부대의 이동 

  ④ 비 정상적 훈련 

  ⑤ 수도권 경계태세 강화

• 북한군은 본연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⑥ 부대해체 / 지휘체계 변경

  ⑦ 군사 훈련의 급격한 증감 

  ⑧ 훈련 중지 사례

  ⑨ 검열기관 활동  확대

• 북한군 보급지원 및 군 기강 실태는? 

  ⑩ 군 식량지원의 변동 

  ⑪ 탈 병/행불자 증가    

  ⑫ 군에 의한 대민사고 증가 

  ⑬ 징집 기피  증가 등의 항

⁕ 가장 빈도가 높을 경우 10점 지수 적용, 가장 빈도가 적을 경우 1점 적용 

2.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군부 팔로워의 반응 유형은? (Kelly 이론 준거) 

유 형 팔로워(북한 군부) 유형별 특징 지수

수동형 리더 앞에 턱 받치고 앉아 “뭘 할지 알려 달라는 유형”

순응형
긍정적으로 리더편을 들지만 여전히 리더가 자신에게 비젼과 방향제시를 
해 주기를 기대하는 형

소외형
리더가 새로운 제안을 할 때마다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늘어 
놓는 부정적인 유형

실무형 
스스로 선봉장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에 빠지는 
법이 절대 없는 실용주의자

모범형 
자신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찬 사람으로 인식하나 조직에 
대한 비판력과 공헌력을 가진 유형

⁕ 가장 타당한 유형에 10점 지수 적용, 가장 부적합한 유형은 1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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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는 북한의 권력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자 관점에서 최고지도자, 

지배엘리트, 대중 간의 삼자관계를 전제로 하 다. 당군관계는 이러한 권력구조에

서 최고지도자의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 정도와 미래의 불확실성, 대중의 저항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당군관계에서 지배엘리트 간의 타협으로서 권력과 기득권 

구조의 재조종으로 이해하 다. 

권력승계과정과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과정에서는 지배엘리트는 미래의 불확

실성에 의해서 생존, 기득권 유지라는 동기에 의해서 최고지도자 중심, 또는 최고

지도자를 균형자로서 지배엘리트 간 세력균형인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할 수 있음

을 살펴보았다. 김정은으로의 승계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

권력의 복원은 지배엘리트 간의 소극적 또는 암묵적 합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당군관계는 중국과 유사하게는 당의 군에 대한 통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지만 1998년 헌법의 수정과 함께 당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관으로서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관이라는 비대칭적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써 구체적인 관계는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다. 군사 지휘계통과 정책계통, 당적 

지도계통이 각각 구별되어 있다. 지휘계통으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최고사령부

이지만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지휘체계로 되어 있으며 정책계통으로는 당중앙위원

회,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연결된다. 특이 이러한 정책계통은 2010년 

당대표자회를 통해서 재구성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고지도자는 당대표로서 당총비서를 중심으로 권력이 수

직적 구성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최고지도자 당총비서

의 균형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당과 군의 지배엘리트간 세력균형적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와 실제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지배엘리트 

간 제도수정의 정치적 동기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2009년, 2010년 제도수정은 상대적으로 군의 정치적 양보에 따른 당 중심의 권력

의 복원과 기득권의 재편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군의 정치적 동기

는 첫째, 권력승계과정에서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라 생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

여 권력의 양보를 의미하지만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를 암묵적으로 선택하

다. 이는 숙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제도수정에 합의를 의미한다. 

둘째, 대중의 저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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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을 양보하 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은 체제 당군관계의 안정성을 평가한다면 장성택

의 숙청은 세력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지배엘리트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의 지배엘리트의 갑작스런 인사교체 등의 숙청은 불안정성을 가중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2013년 새로운 병진노선 채택과 경제개발

구 등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군의 정치적 양보에 따른 숙청으로부터의 위협과 경제적 기득권이 확보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경제성장이 체제

와 당군관계의 안정성에 핵심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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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고는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에 따른 군사부문 중심으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 재편성되었는데 김정은 시기 왜 당의 정치적 권력과 기득권 구조가 복원되

었는가에 대한 핵심적 퍼즐을 풀고자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당군관계에서 권력과 

기득권 구조가 왜 변화하 는가에 대하여 답을 구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최고지도자의 일방적인 조정만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며 최고지도

자, 당, 군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행위자간 사전적, 사후적 또는 명시적, 암묵적 

타협의 산물로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권력관계를 최고지도자와 대중, 최고지도자와 지배엘리트, 최고지도

자와 지배엘리트와 대중 간의 관계1)를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구성이다. 즉, 이미 

최고지도자와 대중 간의 모델은 이미 발표되었으며2) 여기서는 최고지도자와 지배

엘리트 간 권력관계를 분석하기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최고지도자와 

지배엘리트와의 관계도 결국은 최고지도자와 대중 간의 관계, 즉 대중의 최고지도

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일체감, 지지, 충성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구성과 

두 번째 구성은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최종 최고지도자, 지배엘리트, 대중 

간의 입체적 구성으로 완결된다. 본 글은 이러한 삼자 간 구성을 전제로 하여 김정

은 시기 당군관계를 최고지도자와 지배엘리트 간의 관계라는 더 큰 틀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큰 그림을 이해했을 때만 당군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가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 대해여 행위자의 동기

를 이해함으로써 제도가 안정하게 진화할 수 있을 것이지, 아니면 새로운 조정국면

으로 진화하게 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전후 헌법(2009, 2012), 당규약(2010, 2012), 전시시행세칙 

1) 본격적인 최고지도자, 지배엘리트, 대중 간 입체적 구성은 아직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했

지만 졸고(2014b) “김정일 시기 지배권력의 재생산 전략으로서 선군정치: 제도, 담론, 정책

의 상호연결성을 중심으로”에서 시도되었지만 아직은 미흡하며 추후 연구로 진행될 계획임.
2) 최고지도자와 대중 간 대인관계심리학을 바탕으로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담론구성에 대한 

분석으로는 졸고(2014a) “권력의 자기합리화 전략으로서 지배담론 분석: 김정일 시기를 중

심으로”이 있으며, 최고지도자와 대중 간의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분석모델은 졸고(2015) “김
정일 시기 대외정책의 대내정치성: 최고지도자(지배권력)와 대중 간의 양자관계를 중심으

로”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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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2012) 등을 수정하 다. 이러한 제도 수정은 권력엘리트 간의 타협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선험적인 비교사례로서 중국 사례는 유용하다. 중국

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당군정관계: 당장 및 헌법(1982, 2004)-에서도 유사한 모습

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제도적 장치를 분석하기 

이전에 중국사례에서 당군관계와 관련된 권력기관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현재의 제도는 과거의 경험의 결과에 의해서 진화된 것이므로 시계열적 

분석은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시기 당군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이후 김정은 시기 당군관계 변화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당군관계의 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2장에서 일반

적인 경로의존성에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가미하여 당군관계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행위자 중심의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경로의존적 행위도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그러한 합리성은 사회심리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자 중심모델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자 모델은 주어진 상황, 

구조적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요인도 가미하고자 한다. 따라서 

행위자와 구조 그리고 합리성과 사회심리적 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을 사전

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당군관계를 단순히 제도적 분석을 넘어 서서 당군관

계의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사회심리적 관계

를 고려한다는 것은 당군관계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 이면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조를 고려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상이한 구조에서 상이한 태도를 가진

다는 점을 사례연구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렇게 행위자 간의 심리적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고지도자와 지배엘리트, 당과 군의 지배엘리트 간의 

갈등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체제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한 위함이다. 따라서 제

도 수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재편, 숙청, 기득권 구조의 재조정 등의 관계를 중심으

로 당군관계의 실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군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동기, 권력엘리트 간의 순응적 태도에 대한 

이유 등을 읽어낼 수 있다. 글의 마무리에서 당군관계의 제도에 대하여 안정성-불

안정성을 구조와 행위자의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제2절 기존문헌 검토

본고는 당군관계를 제도와 실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는 헌법과 

당규약을 논하지만 주로 헌법을 중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북한의 헌법과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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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적 권력관계와 관련해서 

권력집중 정도3), 후계체계와 관련성4), 주체사상5)(정응기, 2010) 및 수령제중심 

당정군의 관계6) 등으로 분석하 다. 둘째, 국가기구의 기능적 수평적 관계와 관련

해서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그리고 최고사령부에 대한 역할관계7)를 분석

하 다. 셋째, 그 외 기타 사회주의 헌법체계와 비교연구8),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전

략9)으로서 북한의 권력구조-당군정관계-의 변화를 분석한 글도 주목된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모든 분석들은 특정 관점에서 제도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안정성 연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행위자의 동기구조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론적 관점에

서 당군관계의 안정성을 경로의존성의 방법론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분석

제1절 사회심리학적 경로의존성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여기에는 경로의존성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모델들도 있다. 여기서는 경로의존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과 사회심리적 설명

을 결합한 논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적인 논리를 가져온 설명들의 

3) 김갑식. 2002. 통일부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내각책임제, 내각중심

제’와 당정분리를 중심으로 2002.1.28. (출처: 통일부 기타간행물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4.03.30.)

4) 정성장. 2010.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체계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pp.159-188.
5) 정응기, 2010.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1권 4호
6)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

학회보 제36집 제2호, 2002.7 , 함성득, 양다승 “북한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연구-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18권 제1호, 2010.04

7)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2008. 이
대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2004년.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

령관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8) 박진우. “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서 의회정부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

석한다. 박형중. “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북한연구학회보｣ 2008년 제12권 

제1호, 장명봉. “북한 헌법상의 권력구조 비교- 구소련(舊蘇聯) 및 중국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편과 관련하여” ｢북한법률행정논집｣ 1992년 Vol. 9.
9) 이기동. “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2009년 제

1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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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협력의 행위 결과 긍정적 환류10)를 바탕으로 하나의 경로, 즉 제도는 안정

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회심리적 접근은 이타적 동기에 의한 

협력의 촉진요인도 강조한다. 즉, 긍정적 상호의존성이 큰 경우 공감(empathy)11)이 

커지고 그에 따라 이타적 동기에 의하여 친사회적 태도가 형성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질서가 형성, 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Irwin, Mcgrimmon, 

and Simpson, 2008; Batson and Shaw, 1991). 전자의 설명도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익이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따라서 동일

한 합리적 논리도 현실에 적용할 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고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행위자들의 세계관,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가에 대해서도 설명도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본고는 당군관계에 대한 연구주

제를 한정하 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는 진행하지 않고 기존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심리적 태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성문화된 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언급하고자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현재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다. 즉, 타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가 쉽지 않으며 

나와 너가 함께 하는 우리의 합의, 성문화된 합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의 합의, 즉 제도는 현재의 협력을 촉진하는 안전장

치(safe-guards)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상호간에 공감(empathy)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 설명논리와 다른 것은 긍정적 상호의존성에 의한 

경험의 환류결과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기적 태도가 이타적 태도에 의해서 사회

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경험이 사회적으로 반복될수록 그 

10) 긍정적 환류에 의한 경로의존성의 지속에 대하여 국제정치학에서는 저비스의 주장이 대표

적이다(참조 저비스 Jervis는 System Effect: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이와 관

련된 그의 대표적인 심리학적 연구는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1976. Princenton,)이다. 그는 특히 태도전환과 관련하여 인간은 점진적 관성적 인지심리학

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두 주장을 연결해서 보면 인지심리학적 경

로의존성, 즉 내면화된 심리적 관계는 매우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본고도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사회심리적의 관점이지만 심리적으로 ‘관계’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

기기 시작하고 고착화된다면 합리적 설명논리보다 더 큰 관성적 요인, 즉 안정성을 가진다

고 본다. 
11) 문학술지에서도 empathy와 sympathy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본고는 empathy를 affective한 

것으로 sympathy를 cognitive한 것으로 이해하며 empathy는 subject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것이라면 sympathy는 외부에서 subject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Barbara B. Stern,1994: Escalas and Ster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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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합리주의자의 논리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큰 사회적 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외부시각과는 다르게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사회적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가 형성 및 진화하 는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북한의 당군관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당과 군은 최고의 지배엘리트

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당과 군의 엘리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기득

권을 가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기득권 

구조를 인정한다면 지배엘리트와 대중 간에는 이러한 불평한 기득권 구조에 의해

서 사회적으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이해관

계는 대중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력적 방법으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에서 배급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와 지배엘리트 간에는 공통의 이해관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래로부터의 체제, 

정권의 저항은 기존의 기득권 구조 자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황적으로 최고지도자와 지배엘리트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긍정적 상호의존

성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1998년 광명성, 헌법 개정, 강성대국론이라는 담론은 모두 최고지도자와 당군엘

리트가 합리적 동기에 의해서 합의한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적 행위는 모두 당군관계에서 

군대를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뒤틀어 놓았기 때문에 지배엘리트 

내의 충돌이 예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후 북한 사회는 상대적으

로 안정기에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들은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

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한 결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북한에서 지배엘리트들의 구성요소로서 전통적으로 

당 출신, 군 출신이라고 볼 수 있다.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즉 당의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인사, 검열, 군의 이동에 대한 통제, 당중앙군사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휘권 통제, 그리고 군내 정치기관으로서 총정치국에 의한 

군대 내에서의 직접적인 당적 통제 등 다양하게 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군대 중심이 되었는가, 당은 왜 기득권 구조가 군중심으로 재편되는가

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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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대의 역할이 이전 보다 커진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당은 군대를 

통해서 인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이름하에 경제적 풍요를 바탕

으로 포섭해야만 한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세습과 무

관하게 명목상의 사회주의 국가라도 당은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동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심각한 경제적 위기, 

즉 배급제 마저 유지할 수 없는 조건에서 당의 대중으로부터의 지지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면 관념적, 물리적 인센티브가 남게된다. 관념

적 인센티브는 바로 사상이며 이 시기 북한은 주체사상의 변용으로서 선군사상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는 담론을 사회화 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선군사상의 강요는 대중들로 하여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즉 내면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적 요인과 현실을 순응하도록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배급제가 무너진 현실에서 물리적 억압수단이 체제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리적 인센티브는 사회적 억압적 수단을 이용하

여 체제 순응적 태도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만을 해서는 안된다. 즉, 대중과 

당관료와 정부관료 출신의 지배엘리트로부터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군대는 전통적으로 외부위협으로부터의 수호, 체제수호자(당과 수령의 

수호자)이면서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역할이 부여되어 왔다. 외부위협으로부터의 

수호는 국가안보 역이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된다. 체제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역할은 중국과 북한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

의 특수성을 명목으로 하여 비대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어 대다수 젊은이는 군대에 

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동원은 군대를 중심으로 가능하며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군대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 다.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선군노선으로 사회적 자원의 분배과정에서 군사

중심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 외부환경 요인과 상관이 있다. 1990년대 초중

반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 물난리 등으로 사회적으

로 구성된 기득권 구조는 새롭게 재편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로부터 지배엘리트 간의 합의된 기득

권 구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유훈통치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기간은 북한 권력엘리트 간에 기득권구조의 조정국면

으로 볼 수 있다. 즉, 강성대국론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권력계승자에 의해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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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는 기존의 당중심이 아니라 군중심의 권력과 기득권 구조로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강성대국론이라는 비전과 함께 군대 중심의 기득권 구조의 재편은 앞에

서 언급한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배급제의 몰락은 곧 당의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를 의미하

며 당 자체의 힘만으로는 정당성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물리적 수단을 통한 대중의 체제순응적 유도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군사중심의 조정국면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득권 구조는 새로운 제도, 즉 경로가 안정적으로 재생산되어야만 한다. 

최고지도자, 당과 군의 지배엘리트, 대중에게 모두 최소한의 만족을 유도해야만 

제도의 안정화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몇 가지 요인을 보면 1998년 북한의 새로운 기득권 구조는 안정화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1차 핵실험 이전까지 해외

원조에 의해서든, 장마당의 인정, 내각책임제 등의 내부 경제적 조치에 의해서든 

GDP차원에서 보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위기상

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군사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냈으며, 남북정상회담은 통일

에 대한 기대마저 유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군대중심의 기득권 구조는 당과 군의 사회적 기여도의 조정국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대의 첫 번째 기능은 역시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다. 즉, 외부위협으로부터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군대의 존재가치가 위협

받게 된다. 따라서 2006년 핵실험은 군대중심의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북한 국내 사회에 대한 시위로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핵실험은 2009년, 

2013년 핵실험이후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대북태도는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강성대국에서 군사강성대국이 이룩되었다고 홍보하는 북한의 지배엘리트

와 대중들에게 추가 핵실험과 군대중심의 권력과 기득권 구조의 유지는 그 정당성

을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 동안 양보되었던 

경제의 희생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며 강성대국중 경제강성대국의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복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커진 것은 곧 당군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일 집권시기 당군관계에서 군대중심으로 조정되고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에서 당권력의 복원은 북한 지배엘리트 사회내에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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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력과 기득권 구조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쉽게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적 결과에 불과할 것이다. 현실적

으로 왜 지배엘리트 사회, 특히 당군관계가 재조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권력관계

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권력승계과정에서의 무정부성(Anarchy)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앞에

서 논하 다. 특히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과 군의 사회적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서 당군관계의 조정을 논리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권력승계고정에서 이러한 기득권 구조의 

재조정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배엘리트 간의 권력구조를 반 한 

이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선행연구는 국제구조에 대한 무정부성(또는 아나키)을 이해함

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국제구조를 아나키적 상황으로 인식한

다. 여기서 아나키란 중앙정부(또는 중앙 권위체)의 부재에 따라 국가 단위의 개

별 행위자들이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즉, 그 어떤 국가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가 자체가 소멸하게 되

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정치학에서 논하는 아

나키 상황에서 합리적 행위자의 선택이 왈츠의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세력균

형이다.

이러한 국제정치학의 논리는 독재국가의 경우 권력엘리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12). 독재자의 유고시 권력공백이 발생하면 이후 권력엘리트는 생존의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구조의 아나키와는 상이한 부분도 있

다. 권력승계과정에서의 권력공백에 따른 무정부성은 이후 특정 세력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에이버리 골드슈타인(Goldstein)은 1966년부터 1978년의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정치를 세력

균형모델로 설명한다. 세력균형 모델은…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골드슈

타인은 이 모델을 문화대혁명의 당시의 중국 정치에 대입하여 그 적절성 검증을 시도했다. 
이와 유사한 세력잡기 모델도 있다. 보즈웨(Zhiue Bo)는 상이한 환경에서 상이한 행위 양

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엘리트 정치의 비연속성에 기반을 둔 세력균형 잡기 

모델을 제시한다.(주장환, 2013,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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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례에서 보면 모택동 사후 권력엘리트 간에는 일종의 권력공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정세력(4인방)이 권력을 잡았지만 이후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권력

엘리트는 4인방을 제거하고 권력구조를 집단지도체계로 전환한다. 당의 총서기, 

군의 당중앙군사위원장, 국가의 주석 등으로 권력이 역별로 분화되고 당중앙위

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집단지도체계로서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이런 집단지도체제도 결국은 사실상 최고지도자 등소평이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러쉬13)(Rush)에 의하면 특정 세력이 권

력을 장악하게 되면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제도화를 통해서 안정화 

단계로 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권력승계과정에서 권력공백기에 발생하는 무정부적 상황에서 권력엘리트들이 집

단지도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즉, 모택동 사후 공식적인 후계자의 권력승계가 진행되었지만 이후 다른 권력엘리

트의 저항에 의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중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후계자 

지명 그 자체가 권력승계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히려 등소평이 선택한 것처럼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가 무정부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며 훌륭한 균형자가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에게서 권력승계는 공식적인 권력승계와 사실상 일인지배 체제가 제도화되는 

권력승계과정으로 두 단계를 나눈 분석이다. 여기서 일인지배 체제의 제도화 과정

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지세력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현존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그 지지세력은 당에서 나와야 한다.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비서국을 중심

으로 전문화된 당관료의 지지가 중요하다. 그는 당관료들은 최고지도자와 운명공

동체로서 속성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에서 권력승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은 당관료보다는 군세력으로 볼 수 있다. 등소평도 군부의 지지를 바탕

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로 넘어가는 권력승계과

13) Rush, Myron. 1978, “The Problem of Succession in Communist Regim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Fall/Winter 78, Vol. 32 Issue 2. 러쉬는 주요 행위자에서 외부행위자-즉 북한의 경

우는 중국 등 동맹국가-, 지배엘리트, 중간간부층, 대중 등의 행위자 간의 관계를 복합적, 
중층적으로 분석해야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고는 최고지도자, 지배엘리트, 대중 간 삼자

관계로서 본다는 점에서 러쉬와는 다르다. 다만 그가 공식적인 권력승계와 사실상의 일인

지배체제로서의 권력승계의 완료 등으로 권력승계과정을 두 단계로 나뉘었다는 점을 공유

하며 후자를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로서 보다 세분화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즉, 고착화과

정과 그 이후 완전한 일인지배체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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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도 최고지도자들은 군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즉, 당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체제에서 군은 언제든지 정권 도전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최고지도자가 대중으로부터 지지가 약화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북한에서 두 번의 권력승계의 사례를 보면 최고지도자(후계자)는 운명공동체로

서 지지세력이 필요하며 권력엘리트 간 특정세력이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

에 막아야만 권력승계는 안정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엘

리트 모두 최소한의 만족-생존과 기득권 보장-이 있어야 한다. 세력균형의 논리에

서 보면 최고지도자(후계자)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야만 하며 권력엘리트 간에는 

세력균형적 질서가 반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계자와 권력엘리트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존위협에 대하여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이 심리적 안보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보면 김정일로의 권

력승계과정과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과정의 방법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다. 김정일은 이미 1974년 후계자 지목과 함께 조직비서로서 당과 군에 대하여 

향력을 행사하며 운명공동체로서의 지지세력을 비서국을 중심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경로의존성이라는 제도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시까지 20년간 후계자로서 당에 대한 지지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크지 

않으며 지배엘리트 내의 사회에서도 김정일 중심의 권력승계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굳이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후 군에 대해서는 1990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1991년 최고사령관, 1992년 

국방부문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헌법개정, 1993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1998년 

국방위원회 중심의 권력구조로의 재편을 의미하는 헌법개정과 함께 국방위원장으

로 추대됨으로써 권력승계는 마무리 된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와 지배엘리트는 사

회적 필요성이라는 현실을 반 하여 당군관계의 기능조정을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과정이다. 김정은은 2010년 갑작스런 당중앙군사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다. 이는 2008년 김정일의 건강위기 상황에서 김정일뿐만 

아니라 권력엘리트 간에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오는 생존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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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을 반 한 결과로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목되고 

제도권력을 장악하 다고 해서 사실상의 일인지배체제로서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

다. 더욱이 권력승계과정에서 2009년 헌법, 2010년 당규약 개정 및 당권력의 복원 

등을 의미하는 권력구조의 재편도 함께 나타났다. 이는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당과 

내각의 역할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 반 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김정일 사후 권력공백기 동안 무정부상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권력엘리트 

간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로서 볼 수 있다. 즉, 김정

일이 자신의 권위를 빌어 2009년, 2010년 일련의 조치에 의해서 당군관계를 재조정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암묵적으로 지배엘리트 사회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행위자의 동기구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승

계과정과 그 과정에서 당군관계를 권력관계와 기득권 구조에 의해서 논하 다. 

이러한 이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김정은 시기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당군

관계를 당규약과 헌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분석, 당과 헌법기관에서 나타난 권력구

조와 숙청, 병진노선을 바탕으로 기득권 구조의 재편으로 당군관계의 실제를 고찰

하고자 한다. 당군관계에 대한 세 한 이해를 위해 먼저 비교사례로서 중국사례를 

보고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과정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제3절 분석틀

본고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관점에서 당군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과 군을 각

각 집합적 행위자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당과 군을 하나의 집합적 행위자로 본다

는 것은 당의 구성원들 개개인의 구체적 이해관계는 다르다고 하여도 당의 구성원

으로서 집합적 성질을 가진 공통의 이해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구체적 개인의 이익과 집합적 전체의 이익이 존재하며 후자의 개념에서 당을 

하나의 집합적 행위자로 본다는 점이다. 이는 역시 군을 하나의 집합적 행위자로 

보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당과 군은 하나의 행위자로 상정할 수 있게 되어 행위

자 중심의 당군관계, 즉 하나의 경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경로가 안정적으로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환류가 지속되어야만 한다. 즉, 하나의 경로는 행위자의 이익이 충족되어야만 한

다. 그러나 이익이 어떻게 분석의 대상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본고는 

최고지도자와 당과 군으로서 구성된 지배엘리트는 모두 대중으로부터의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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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음으로써 이미 형성된 권력과 기득권 구조가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핵심적인 이익으로 설정하 다. 

그런데 지배엘리트는 대중들에게 경제적, 관념적, 물리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14). 경제적 인센티브는 식량 등 물질적 풍요를 제공함으

로써 획득될 수 있고, 관념적 인센티브는 상징적 보상15)과 자기합리화의 방식으로 

작용하며, 물리적 인센티브는 대중의 자유행위공간의 물리적으로 억압함으로써 

현실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4) 졸저의 2015년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에서 “김정일 시기 대외정책의 국내정

치성”에 대한 물질적, 관념적, 경제적 인센티브와 정치적 정당성의 인정을 최고지도자와 

대중 간의 환류모델에 대한 분석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논문에서 김정일 시기 최고

지도자와 대중 간 행위-환류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그림과 같다. 본고가 아래의 그림에

서는 물리적, 관념적, 경제적 강제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인센티브라는 용어가 유도책의 

의미가 강하나 북한의 경우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대중을 강제하는 요인이 강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강제’를 사용하 다. 또한 이는 외부환경의 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성질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글은 졸저(2014) 박사학위논문 참조하기 

바란다.

15) Merelman, Richard M.. 1966. “Learning and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0, No. 3(September). 맨스브리지는 쥐실험을 바탕으로 물질적 보상과 상징적 

보상이라는 개념을 정리한다. 식량과 안보와 같은 것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상이며 

이는 물질적 보상을 대표한다. 상징적 보상은 그러한 물질적 보상과 관련된 상징-즉, 신호-
이 물질적 보상과 유사한 보상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징적 보상

은 이따금 물질적 보상을 제공된다는 전제에 한해서만 그 의미를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지배담론을 통한 상징적 보상의 구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그 사

회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상징적 보상에 따라 지배엘리트는 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정

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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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인센티브에서 상징적 보상은 물질적 보상(식량과 안보)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보상과 안보적 차원의 보상에 의존한다. 

물리적 인센티브는 억압된 가치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로 있고 억압된 상황의 시간

에 비례하여 현실에 순응적인 태도를 유도한다. 억압된 가치는 식량과 안보가 가장 

인간의 일차적인 보상으로 본다면 결국은 물리적 인센티브도 경제적 보상과 연결

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와 관념적 인센티브, 물리적 인센티

브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배엘리트는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

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북한현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식량 등의 공급체계인 배급제의 안정적인 유지는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

받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둘째, 관념적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상징적 보상이 이따금

씩이라도 물질적 보상이 제공되었을 때 만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배급제의 최소

한의 유지는 의미가 있다. 셋째, 물리적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식량은 인간이라면 

어떠한 억압의 순간에도 저항할 수밖에 없는 기본 가치이므로 식량은 최소한도로 

대중들에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식량 등의 기본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공되어야만 하며, 최소한의 수준을 넘는 보상은 

이따금 주어져야만 상징적 보상에 따라 만족을 유도하며 식량등 생존의 필요재화

이외의 물질적 풍요를 제공할수록 정치적 정당성은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의미라는 관점

에서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모든 행위자에게 마찬가지

이지만 각각의 행위자 마다 구체적으로는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권력을 장악해야만 한다. 정치적 권력은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베엘리트에게 경제적 

보상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된다고 전제하면 경제적 인센티브와 물리적 

인센티브의 관계의 관점에서 물리적 인센티브 즉, 정치적 권력이 오히려 핵심적 

이익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권력의 불평등한 구조에 비례해서 경제적 보상체계가 

불평등하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권력은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이외에는 가장 중

요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또 다른 기본 물질적 보상은 안보이다. 정치적 권력의 분포에 

따라 생존의 위협을 인식하게 된다면 정치적 권력이 가장 중요한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지배엘리트가 일반 대중과는 달리 권력투쟁의 실패에 따라 생존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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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된다고 인식한다면 정치적 권력은 가장 중요한 이익이 될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인센티브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요한 

이익이 될 수 없다. 즉, 상대적 만족이라는 관점을 가져온다면 최고지도자는 아무

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상대적 만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최고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익은 바로 정치적 권력이다. 따라서 당과 군의 지배

엘리트와 대중과는 다르게 정치적 권력이 핵심이익이 된다.

대중의 인센티브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권력으로

부터 소외된 계급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획득가능한 이익이 아니라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생존의 필요수준의 물질적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또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상대적 불만족이 커질 때 체제,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

에서만 정치적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당군관계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경제의 위기, 즉 배급제의 붕괴는 대중으로부터의 저항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과 군은 사회적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정도 정치적 권력과 경제

적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다. 둘째, 당과 군은 권력공백에 따라 생존위협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도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

을 양보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의 양보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결과이므로 정치적 동기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양보에 따른 희생의 크기에 

비례하여 저항하게 될 것이다. 넷째, 행위자 관점에서 경로는 동기, 특히 상대적으

로 양보에 희생된 가치와 비례한 기대된 이익이 충족된다면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경로는 불안정적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당군관계의 안정

성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요인으로서 시간적인 요인, 동기구조

에 의한 희생된 가치와 그와 연결된 기대이익을 중심으로 당군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과 군의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 구조의 변화는 헌법과 당규약 등의 

제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헌법

과 당규약의 제도의 수정이 당과 군의 역할을 조정-즉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득

권 구조의 조정-하고 그에 맞게 정치적 권력도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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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 당군관계: 비교 및 시계열 분석

제1절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 비교

중국은 1990년대 중반이후 당군관계, 당군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리더십이 재협

상되고 있다(David Shambaugh, 2002). 당군관계에서 군은 전문화된 기능에 의해 

당으로부터 자율성 확보하고 전문화된 기능은 당의 군에 대한 통제는 재정의 및 

조정되고 있다. 군정관계는 행정부는 당정분리 원칙 하에 군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사례에서 북한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모택동 사후 등소평의 집권과 관련하여 핵심 지지세력은 군부 다

는 점이다. 시진핑 집권 이전 시기까지 최고지도자들은 제도-당중앙군사위원회, 

국가중앙군사위원회-에 의한 지도체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고지도자와 군부와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기식 절충이 있었다. 즉,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당은 군의 정치화를 사전에 막고 군은 반대급부로 두 

자리 이상의 군비증가라는 막대한 예산을 획득할 수 있었다16). 여기서 핵심은 당군

관계를 이해할 때 단순히 제도에 의한 권력구조 이해뿐만 아니라 기득권 구조-부의 

분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군의 탈정치화를 위하여 군으로부터 

정치권력의 기득권을 양보받는 대신에 경제적 기득권을 제공하는 타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7). 이는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에 따른 군의 정치권력에 상당부분 

기득권을 가지게 된 이후 김정은 시기 상대적으로 당의 복원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중국은 모택동 사후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고지도자의 균형

16) 천안문 사건은 일부 인민해방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시위진압명령에 불복했던 일이다. 38
군단의 쉬친센은 부상을 이유로 부대의 지휘권을 놓았다. 그 후 당으로부터 압력을 받자 

그는 명령을 거부했다.(리처드 맥그레거, 김규진 역, 2012, 166-167) 이 사건으로 중국은 군

의 탈정치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천안문사태 이전에는 사단급 이상의 부대가 이

동할 때에만 당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던 것이 대대급 이상의 부대가 이동할 때와 부

대가 군구 경계선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모두 당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정남, 2014, 203)
17) 1990년 이후 당군관계는 조건적 복종으로 중국의 민간 지도자들은 중국군에게 가능한 한 

최대로 국방예산과 자원조달과 같은 제도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군이 국방책, 군사현

대화, 모병기준, 최고 군수뇌부 이하의 인사권과 같은 기득권 역에서 스스로 조직관리하

는 약간의 제도적 자율성을 허용해 주었다(이정남, 2014,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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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할에 따라 당군관계의 제도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18)는 점이다. 중국은 

군의 현대화에 따른 기능적인 전문화를 달성하 고 이는 역으로 군의 탈정치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탈정치화는 샴보가 지적하 듯이 군의 당으로부터

의 자율성, 정부의 사법적 통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진핑 정부가 군부의 부패를 건들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군관

계의 제도화 안정적으로 진행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현정부도 군에 사기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과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득권 

구조의 재조정과정에서 등소평이라는 균형자가 당, 군,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함

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89년 천안문 사태에서의 등소평의 역할, 

그리고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

례로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 중심의 일인지배체제가 고착화되기 

전까지는 당군관계의 이해관계의 조정은 상당 수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

하며 또한 일인지배체제가 고착화됨으로써 당군관계의 이해관계 조정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쉽게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중국은 북한과 다르게 당국가체제로서의 성격을 군사부문에서도 잘 유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당기관과 국가기관이 대칭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겸직제

도19)를 통해서 당은 군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를 제도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1>은 당의 군에 대한 작전지휘체계, 군사행정 정책관련 지도체계, 당적 지도체

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 1982년 후야오방을 당총서기로 임명한 데 이어, 1983년 제 6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주

석을에 리센년을,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는 덩샤오핑을 선임했다. 이 때 중국의 지도

체제는 당총서기, 국가주석, 국가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다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당, 행정, 군의 분립이 이루어졌다(이정남, 2014, 198)
19) 이계희는(2004, 155-163) 중앙군상위원회가 당과 군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생각한다. 중앙군

사위원회 주석은 국가 최고지도자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군사위원회와 당정치국 상무

위원회를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군은 군사부문과 관련하

여 당으로부터 자율성을 넘어 당의 물리적 담보를 책임지기 때문에 당보다 군의 지지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의 안정성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진핑이 

2010년 국가부주석이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됨으로써 최고지도자로서 사실 상 

확정되었다(공봉진, 2011, 215)는 점과 일맥상통하다. 이는 김정은 2010년 당중앙군사위원

회 부위원장으로서 후계자로 내정된 사실과 관련이 높다. 즉, 군부의 지지는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과 북한이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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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북한 군사부문 당정군 관계 비교

중  국 북  한

당기관 당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기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 제도: 국가의 군 성격 강화
• 실제: 당의 군 성격 유지

지휘체계: 최고사령부(최고사령관)
정책지도체계: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인적구성 불일치
• 제도/실제 국가기관 중심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 당중앙군사위원회 대칭적 국가기관
• 당국가(군)간 인적구성 일치
•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

국방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비대칭적 국가기관
• 당국가간 인적구성 불일치
•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 책임제

(중국 당장과 헌법, 북한 당규약과 헌법, 기타관련 문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당군관계에서 사실상 당의 지휘가 보장된 것이며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는 형식적 기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력승계과정에서 당중

앙군사위원회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20) 간 불일치 기간이 발생한다. 당에서의 권

력승계과정과 국가에서의 권력승계과정이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구성의 비일치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중앙군사

위원회 주석이 군지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중국사례에서 불명확

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다르다. 북한에서 당도 지휘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

만 군의 실질적인 작전은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지휘체계에 의해서 운용되기 때문

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방위원회(1998년 헌법이후)는 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적 대칭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겸직제도 관점에서 보면 당중앙군사위원장과 국방위원장, 최고사령

관 겸직 제도도 유지될 뿐 두 기관의 인적 구성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로 군지휘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위원회는 정책관련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겸직제도에 의해서 당이 국가, 또는 당이 군을 통제하는 체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군 지휘계통으로만 본다면 당의 지휘보다는 최고사령관의 유일

적 지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국가체제로서 당군관계를 이해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20) 등소평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군사적으로는 당의 간섭을 덜 받고, 정치적

으로는 당의 통제를 받는 군대의 모습에 기여하 다(이정남, 2014, 200-201). 즉, 국가 중앙

군사위원회는 인적구성면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나 실제의 

작전지휘와 관련해서는 국가 중앙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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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계통과 정책계통을 중심으로 북중간 비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계통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당/국가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

로서 주석이 지휘권을 가지며 따라서 총참모장은 중앙군사위원장의 지휘체계 아

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총참모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다21). 북한에서 총참모장은 최고사령부 최고

사령관의 지휘체계 아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지휘계통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당적지도계통을 보면 중국의 군 총정치부는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실무기관22)이다. 이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인적구성

에서 총정치부장이 들어간다23)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군총정치국

은 당중앙위원회의 부서이며 군당위원회의 집행기구이다. 군자체 당위원회가 존

재하지 않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당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총정치국장이 인적구성으로 참여하지 못하

고 있다. 오히려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총정치국장이 국방위원회 인적구성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총정치국은 국방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능적으로 보면 군 총정치국이 조직(인사, 검열), 

선전(교육)의 주된 기능을 가진다면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성동부의 

기능적 지도체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 총정치국은 당에서는 당중

앙위원회의 지도체계와 국가에서는 국방위원회 지도체계 아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기능이 매우 제한되

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군 총정치국은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의 직접지

도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당군관계의 관점에서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참모장은 작전지휘체계에서 최고사령관의 참모로서 총

21) 중국에서 중앙군사위원회 16기 량광례 총참모장, 17기 천빙더 총참모장, 18기 방봉후이 총

참모장 등에서 모두 총참모장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다(위키피디아, 검색 

2015. 11. 15)는 점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군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한 조

치로서 볼 수 있다.
22) 중국당장(1982) 23조에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치사업기관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이며 총

정치부는 군대내의 당사업과 정치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

적 지도체계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총정치부가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중국에서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총정치부도 16기, 17기 리지나이(총정치부 주임), 18기 장양

(총정치부 주임)으로 구성되어 있다(위키피디아, 검색 2015. 11. 15). 따라서 중앙군사위원

회가 총정치부 주임을 인적으로 구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총정치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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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장과는 기능적으로 구별되며 따라서 권력의 서열과 무관하게 기능적으로 

수평적 위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과 사상을 강조하는 북한 체제 

특징에 따라 권력서열에서 총정치국장이 총참모장 보다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의 전문화에 따른 객관적 필요에 따르면 총창모장과 총정치국장은 당내 서열이

라는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중국은 군의 기능적 전문화에 따라 당군관계에서 군의 자율성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와 비교하면 북한 군도 전략미사일 군등 함께 전문성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본다면 당으로부터 자율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시기 

군의 정치적 권력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기득권 구조의 상대적 

불만에 따른 최고지도자 중심의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와 최고지도자의 균형자로

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강화된 위상과 함께 

작전라인이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군사부문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는 제도적으로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군에 대한 지휘권이 당적 지도권으로 전환된 점, 전시사태 선포권이 최고사령부(최

고사령관)에서 4대 권력기관으로 공동의 권한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군의 자

율성은 약화된 측면도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당은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당적 

관리를 하는 경향은 내각에 대한 홍(당관료)보다는 전(기술관료)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경제부문의 내각책임제와 같이 군사행정부문의 국방위

원회 책임제와 군사지휘부문의 최고사령관 중심의 군책임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

인다.

제2절 북한의 권력구조 변천과정: 최고지도자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력구조의 재편성은 권력이 일인지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과 관련이 크다. 권

력투쟁의 결과 사실상 권력이 최고지도자 일인으로 집중된 상황이라면 헌법이 

최고지도자 중심으로 수정된 것은 현실의 반 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내용과 헌법사실이 바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분석틀에서 제시하 듯이 

제도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현재의 협력을 촉진하는 안전장치로서 행위

자 간 타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헌법으로 구성된 제도-즉 당군관계-가 

행위자가 양보와 타협의 결과라면 양보에 따라 희생된 가치의 크기에 비례한 보상

이 충족되어야만 제도는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북한에서 두 번의 권력승계과정에서 당군관계의 제도적 안정성은 시간과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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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중정도이다. 즉, 권력승계의 준비기간이 길다는 것은 곧 행위자 간 후계자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작동되어 미래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권력승계의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석틀에서 제시한 바대로 미래의 불확실성

은 당과 군의 지배엘리트들에게 생존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동기화가 진행된다. 

따라서 당과 군의 지배엘리트들은 후계자가 형식상이 아니라 사실상 일인지배체

제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아나키적 상황에서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동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최고지도자, 당, 군으로 구성된 지배엘리트는 경제위기에 따른 대중의 저

항24)의 가능성에 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경제위기 등의 외부환경의 

변화는 그에 따라 대중이 당과 군에 대한 기대된 역할에 대한 가치의 크기가 달라

진다. 따라서 지배엘리트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의 양보를 수반하

는 정치적 타협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헌법수정에 반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북한의 헌법에서 권력투쟁의 결과 사실상의 일인지배체제를 

반 하는 헌법수정(1972년 헌법),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고지도자, 당, 군 간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의 양보를 수반하는 헌법수정

(1998년 헌법), 권력승계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대중

의 저항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정치적 타협으로서의 헌법

수정(2009년 헌법)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군관계는 각각 조정된다.

특히 당군관계에서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 구조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국방위원

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2절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헌법은 최고지도자(국가주석, 국방위원장)를 중심으로 

각각의 헌법기관의 지도체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인민경제를 바탕으로 한 당과 

내각(또는 정무원)의 역할에 대한 가치와 국방을 바탕으로 한 국방위원회의 역할

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가 인민경제와 국방부문 중 어떤 역할

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내각과 국방위원회의 

24) 이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는 Gurr이다. 그는 1968년 작품 “Psychological Factors in Civil Violence.”
에서 폭력적 방식으로 저항하는 대중의 대하여 연구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과 

능력 간의 차이, 즉 기대와 실제 간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이것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폭력적 저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고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다른 표현

으로는 상대적 만족에 따라 대중의 저항적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만족은 심리적인 것으로 지배엘리트의 담론은 대중의 심리적 

만족에 대하여 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임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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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상대적 크기가 달라진다. 인민 경제에 대한 상대적 역할의 중요도가 커졌다

는 것은 그 만큼 당과 내각의 권력의 크기가 증가하 음을 뜻하며 역으로 국방에 

대한 상대적 역할의 중요도가 커졌다는 것은 그 만큼 국방위원회의 권력이 커졌음

을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 헌법에서 권력구조는 헌법기관이 당(인민경제)과 군(국

방) 중 어떤 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권력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는가에 

따라 구별 될 수 있다. 즉, 당은 대중에게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점에서 당과 내각(또는 정무원)의 위상과 기능의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군은 명시적으로 국방위원회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직접

적으로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 구조25)를 살펴볼 수 있다. 

위에서 중국사례에서 시사점을 중심으로 북한의 당군관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면 여기서는 북한의 헌법의 변천과정에서 크게는 당과 국가 간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당군관계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헌법에서 

나타나는 최고지도자, 헌법기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북한에서 권력관

계의 조정은 헌법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 당대회 

이후 2010년까지 당은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서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총비서 의

존형 비서국 중심의 권력구조 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권력승계과정에서 수 차례

의 헌법수정을 통해서 권력기관의 재조정을 하 다는 점에서 헌법을 중심으로 

권력관계, 특히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으로서 1972년 헌법부터 권력구

조를 살펴보겠다.

헌법기관의 권력구조는 첫째, 인사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각각의 헌법기관이 어

디에서 선거 및 소환되는가, 헌법기관의 구성원이 누구의 제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가에 따라 각각의 헌법기관이 어떤 헌법기관에 앞에 책임을 지는가가 명확해 진다. 

둘째, 지도-피지도관계이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수직적 위상에 맞게 원칙, 정

책, 집행 대책을 세우는 권리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내각(정무원)과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역할비중과 권력구조를 살펴볼 때 이러한 세 가지 기준으

로 적용함으로써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5) 분석틀에서 권력의 불평등구조에 비례해서 경제적 기득권 구조를 배분된다는 점에서 경제

적 기득권 구조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에서 매년 발표되는 예산에서 신

뢰할 만한 수치를 뽑을 수 없다는 제한된 정보환경을 반 한 연구방법이다. 다만, 보다 구

체적인 경제적 기득권 구조와 관련된 수치가 있다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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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2년 헌법

1972년 헌법은 1967년 갑산파의 제거에 따라 사실상 권력투쟁의 결과,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로의 사실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 하기 위하여 

1970년 당대회와 1972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당규약과 헌법의 수정,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인적구성이 완료된다. 

1972년 헌법에서 중요한 두 가지 헌법기관이 만들어 진다. 하나는 국가주석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인민위원회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무원(1948년 헌법에서는 

내각)을 지도하는 최고지도기관의 위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중앙인

민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당국가체제의 관점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실제

의 기능을 추론할 수 있다. 1972년 중앙인민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당중앙

위원회(홍)와 정무원(전)의 인적구성의 결합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5차 내각까

지 이념형 항일빨찌산 그룹출신들이 내각/정무원을 구성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념이 전문성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장지배체제에서 당위

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념(당위원장)이 전문성(지배인)을 지배하는 1960년대 

전사회적 지배체계의 확립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1977년 6차 정무원에서 

전형적 전문관료인 이종옥이 총리로 하여 출범한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26). 즉, 

그 이전까지는 공산주의적 이념을 실천할 만한 전문관료가 양성되지 않았기 때문

이며 따라서 헌법상 권력체계에서 중앙인민위원회는 사회조직의 구성체계인 당위

원회와 동일한 중앙인민위원회가 필요했으며 당의 결정을 정무원의 실무관료의 

의견을 참조하여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의 권위는 

중앙인민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헌법기관에 관철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무원 구성과정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첫째, 정무원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및 소환(76조6항)되지만,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103조7항)”권은 중앙인민

위원회 권한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무원 성원들의 구성과정에서도 정무원 

총리의 제의권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 속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

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총리가 제의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국가주석은 중앙인민

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수장으로서 제의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앙인민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성원들은 국가주석에 책임을 진다고 볼 때, 정무원 총리는 정무원 성원

26) 특히 이종옥은 항일운동을 출신으로 전형적으로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진 전문관료의 국가

기구에서 집행기관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안찬일. 200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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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수장으로서 제의권을 가지며 정무원 성원들은 정무원 총리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제한된 의미이지만 중앙인민위원회 아래 실무형 집행기관

으로서 정무원 책임제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72년 체제는 헌법조문상 최상의 위상을 지닌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주권기관으

로서 국가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선거 및 소환권을 가지며 직접적인 지도권을 가지

지는 않지만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76조2항)는 포괄적 권리를 가진다

는 점에서 헌법권위에서 최정상에 있다. 그러나 북한에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인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권위는 형식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고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의 위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인민경제발전 계획의 승인권(76조9항), 국가예산 승인권(76조10항)

으로 인민경제에 대한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방부문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도 기능적으로 제한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예산승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는 4개 위원회 중 국방위원회의 구성되는 과정과 권리관계

에서 나타난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주석의 제의에 의하기는 하지만 다른 주요 국가

조직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선거 및 소환된다

(76조7항)는 점이다. 1972년 헌법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1992년 헌법에서 국방위

원회를 최고군사지도기관(111조)로 위상지운 것을 근거로 한다면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1972년 헌법구조에서도 군사관련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직접지도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무원은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109조8항)을 하지만 

그 지휘권은 국가주석에 있으므로 국가주석-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정무원 

산하 인민무력부의 기능적 수직적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보면 1972년 헌법에서 이미 국방부문과 관련하여 국가주석이 중앙

인민위원회를 지도한다는 점은 국가주석이 인민경제와 국방부문을 동시에 책임지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의 지도아래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당과 

정무원이 인민경제를 책임지는 구조이며 최고지도자가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과 국방위원회에 대한 인사권, 군에 대한 지휘권을 바탕으로 국가주석-중앙인

민위원회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로 이어지는 수직적 역할관계도 나타난다. 따라

서 인민경제와 국방은 이미 최고지도자 책임아래 수평적으로 분화된 모습을 가지

며 이는 당과 군의 관계도 국방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기 시작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휘권은 최고사령관의 성문화된 제도화에 따라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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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최고지도자 국가주석에 의존하는 국가의 군으로서 성격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972년 헌법이 헌법사실에 반 된다면 당군관계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당의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등의 

당적 지도기관과 군당위원회 및 군정치국을 바탕으로 당의 군에 대한 통제는 유지

된다. 다만 국방정책결정과 군지휘체계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당군관계에서 독

립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2) 1992년 헌법

1992년 헌법은 1989년 동유럽의 몰락과 1991년 구소련의 해체과정 등의 외부환

경의 향과 김정일로의 사실상 권력승계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 이는 대외환경에

서 안보위기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며 북한의 안보관점에서 국방부문

의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90년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부위

원장, 1991년 최고사령관, 1993년 국방위원장으로 헌법권위 중 국방부문을 승계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당시 위기상황에서 최고지도자 김일성이 국방부문에 대한 

선봉에 후계자 김정일을 내정함으로써 권력승계과정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

과 동시에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역할을 후계자가 미리 계승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정치적 배경에서 국방부문의 독립적 위상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헌법 구성에서 국방부문이 4장 독립장이 되었다. 이는 

국방이 헌법 구권위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또한 6장 국가기구

에서 제3절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 국방위원회도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헌법구성에서의 국방관련 독립적 위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가지 권력체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

는 최고지도자 국가주석으로부터 직접적인 선거 및 지도체계 상에서 관련이 없게 

된다27).  

둘째, 국방부문과 그 외 부문으로 역별로 지도체계가 기능적 분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기능적 분화는 지도체계와 작업은 인사권을 바탕으로 한 지도체계와 사업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

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는 

당규약 27조를 근거로 하여 국방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권과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다

(1980년 당규약). 그러나 1972년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군지휘권은 최고사령관의 성문

화된 제도화에 따라 당의 지휘권은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고 내용상 당의 지휘권은 최고사

령관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는 전시사태선포권을 최고사령관이 가진 헌

법사실에서 명확하게 들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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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단위 모두에서 나타난다. 먼저 인사권 관점에서 지도체계에서 보면 국가주석

의 제의권이 국방위원장(91조 7항), 국방위원회(91조8항) 및 중앙인민위원회 구성

과 관련한 제(91조9항)에 대한 제의권은 사라졌지만 정무원 총리에 대한 제의권(91

조14항)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국방부문을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군사지도기관 국방위원회의 수

평적 위상에 걸맞게 이 두 기관에 대한 국가주석의 제의권이 동시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인사권 관점에서도 수평적 분화가 제도화되었다. 또한 사업집행 역

의 분화는 이미 1977년 6차 내각에서 북한경제가 당경제, 군경제, 인민경제로 나뉘

어지고 1982년 7차내각에서 인민무력부와 인민보안성이 내각에서 국방위원회로 

소속 변경되었다(안찬일. 2007, 151-152)는 점에서 사업집행단위가 이미 인민경제

와 국방부문으로 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헌법조문에서도 정무원의 기능의 

축소로 나타난다. 1972년 헌법 109조 8항에서 정무원은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

업”을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1992년 헌법에서는 126조 정무원의 임무와 권한 중 

3항에서 “굮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는 인민경

제에 대한 조문만 있고 군경제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것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국방위원회는 국방사업에 대한 지도권과 집행권을 가지며 국방위원장은 일체무력

에 대한 지휘권을 가짐으로써 국방부문 정책결정, 지도권, 정책집행권, 지휘권 등 

국방부문 기능들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으로부터 완전히 분화되어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력구조는 이원화된 체계로 된다.

따라서 당군관계에서 보면 당의 권위가 국가 중앙인민위원회를 매개로 헌법기

관에서 실현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당은 국방위원회에 대한 정책결정, 인사권, 

지휘권은 매우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는 권력과 기득권 

구조가 1972년 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권력승계과정에서 권력공백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최고지도자 국가주석인 김일성이 유고시에 인민경제에 대한 권력공백 

상태가 발생하지만 국방부문에 대해서는 권력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즉, 국방위원회의 조직과 인사권이 국가주석과 독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김정일의 20여년의 후계자의 역할과 관련지어 보면 지배엘리트들에게 미래의 불

확실성에 의한 생존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로의 지배엘리트 사회에서의 타협은 

무의미하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군사부문의 권력과 역할의 독립성과 강화라는 관

점에서 당군관계의 기득권 조정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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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의 권력승계과정에서 최고지도자의 군부장악에 대한 배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계자를 헌법권위에서 국방부문을 먼저 장악하게 함으로써 이를 뒷받

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러쉬의 일인지배체제의 논리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군부를 최고지도자의 운명공동체로서의 지지세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

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이 이후 후계자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조치

로서 2010년에 가서야 당의 권위를 복원시켜준 사실과 연결된다. 즉, 김정일은 

군부를 정치적 동반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일인지배체제를 고착화할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는 1998년 국방위원회 중심의 권력구조의 재편에서 알 수 있다.

3) 1998년 헌법

1998년 헌법 수정은 김정일 집권시기 인민경제부문과 국방부문의 역할비중의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92년 헌법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최고지도자 김일성의 권위에 의하여 당군관계의 변화, 국방부문의 

독립성-즉, 국방위원회의 독립성-에 의한 당군관계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위기의 대응을 당군관계의 역할비중의 조정에 따른 변화로

서 1998년 헌법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최고지도자의 역할과 권한이 국방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의 역사, 즉 최고지도자의 역사는 승리에 포장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면 국방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한다. 이는 

국방부문에 대한 예산증가를 의미하며 이를 제도화 한 것이 1998년 헌법의 의미이

다. 둘째, 또한 ‘국방’의 의미가 단순히 군사부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의미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998년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

의 역할이 내각에 대한 간접지도의 형식으로 제도화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그림 1>을 통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헌법조항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헌법은 헌법상 권력구조는 삼원화되어 있다. 국가대표로서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장(111조), 정부대표로서 내각총리(120조), 군통수권자이자 최고지도

권자인 국방위원장(102조) 등으로 헌법기관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물론 이는 형식상이고 ‘국방’의 의미가 확대된 의미로 사용된다면 국방위원회(국

방위원장) 중심의 권위아래 두 헌법기관이 기능적 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의 중심의 권력구조로 편성된 것을 헌법조하에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권한(제의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91조 8항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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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하지

만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대표로서 상징적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각은 이와 달리 내각구성과 관련하여 총리에게 

제의권(91조 10항)을 부여하고 있어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

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대표 권한은 가지지만 이는 상징적 

권한에 불과하며 실제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인적구성에 대한 인사권이 제

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그러나 내각 총리는 내각 구성원에 대한 제의권이라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게 

되어 내각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강화된다. 즉, 이는 일반적

으로 1998년 헌법의 특징으로 내각책임제로 표현되고 있는데 내각총리책임제로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당과 내각이 인민경제에 대한 역할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이는 역할부문으로 

본다면 당과 내각의 권력과 기득권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자원이 극단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최고지도자가 국방부문에 대한 직접적

인 책임을 지고 인민경제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이해한다면 인민경

제에 대한 당과 내각의 역할의 독립성이 강화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증가에 의한 기득권 구조의 강화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군관계를 논의할 때 1998년 헌법에서 왜 국가 중앙인민위원회는 

왜 폐지하 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1972년 헌법에서 지적하 듯이 당의 

집체적 권위는 중앙인민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국가기관 전반, 즉 당의 권위는 인민

경제 부문의 내각과 국방부문의 국방위원회(최고사령부)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1998년 헌법은 이미 1992년 헌법수정으로 인민경제와 국방부문으로 기능적 분화

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정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이유는 배급제와 자재공급체

계가 마비된 현실을 반 한 것이자, 갑작스런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권력승계 과정

의 위기관리차원으로 볼 수 있다. 1972년, 1992년 헌법에서 최고지도자인 국가주석

이 최고집행기관인 정무원에 대하여 중앙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수직적 지도체계에서 권한과 책임을 구조 다. 그러나 1990년

대 중반 북한의 경제위기는 최고지도자의 역할을 국방부문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인민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지지 않는 구조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98년 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는 최고지도자를 정책에 대하여 집체적

으로 협의하고 최고지도자를 보좌하는 역할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

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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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는 국가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지

도하는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한된 의미이지만 내각의 역할

과 권한에 대한 조항으로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119조1항)”

는 것만 존재한다. 즉, 인민경제에 대한 정책결정 결정기관은 헌법기관에서는 사라

진다. 이는 역으로 보면 당의 권한이 인민경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투 된 것으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내각책임제, 내각 총리를 인민경제에 대한 최고사령관으로서 

의미를 부여한 것을 지칭하면 당의 집체적 권위는 인민경제 부문에 대해서도 제한

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집권시기 기능적으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부서에 의해서 ‘제의서’를 올리면 최고지도자가 직접적으로 서명하는 

과정으로 정책을 결정한 것과 제도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당의 

중앙위원회와 국가기관의 중앙인민위원회의 정책결정 역할과 이를 바탕으로 지도

하는 당군체계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집권 

시기 당의 집체적 역할과 권한이 무의미해진 것과 연결된 것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군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의미한다. 

4) 2009년 헌법

앞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권력공백의 상황이 예견되며 따라서 

아나키적 상황에 따라 지배엘리트 사회내에서 생존이라는 가장 일차적인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 이러한 아나키적 상황에서 지배엘리트는 세력균

형적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오는 생존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임을 제시하 다. 또한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세력균

형적 집단지도체제는 최고지도자의 균형자의 역할에 따라 더욱 안정적으로 재생

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2008년 김정일의 건강악화에 따라 김정은으로의 갑

작스런 권력승계과정은 지배엘리트에게 미래의 권력투쟁이라는 불확실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의 복원을 추구하

는 것이 정치적 동기측면에서 합리적이다. 또한 이러한 세력균형적 상황을 안정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고지도자의 균형자의 역할도 중요하며 후계자를 중심으

로 한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지배

엘리트 중에 김정일 사후 권력투쟁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당과 군 엘리트 간의 세력균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의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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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최고지도자의 인민경제에 대한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실상의 내각 중심의 인민

경제에 대한 예산의 증가를 포함해야 한다. 후자는 이후 경제개발구 전략과 관련해

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2009년 헌법에서 최고지도자의 기대된 역할에 대한 조정을 

살펴봄으로써 최고지도자의 인민경제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이 강화

된 측면을 살펴보겠다. 

이는 상대적으로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

려 그 확대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최고지도자의 헌법적 직함이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방위원회의 역할 확대는 오히려 좁은 의미에서의 국방

부문의 역할의 축소를 의미한다. 즉,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는 좁은 의미에서의 

국방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국방부문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져야하기 때문이다.

2009년 헌법은 1972년 헌법에서 나타난 헌법기관간 기능적 수직적 체계를 그대

로 가져온 듯하지만 부분적으로는 1992년 헌법에서 나타난 인민경제와 국방 부문

간 기능적 수평적 분화도 유지되고 있다. 국방위원장은 공화국의 최고령도자(100

조)이며, 국방위원회는 최고국방지도기관(106조)이고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이

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123조)으로서 기능적으로 수직적 분화가 1972년 헌법에

서의 국가주석-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등의 체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몇 가지 차

이도 존재한다. 첫째, 1972년 헌법에서 최고지도자인 국가주석이 “국가의 수반이

며 국가주권의 대표”로서 위상을 가진다면 2009년 국방위원장은 “최고령도자”로

서 위상을 가진다는 점이다. 사실 최고령도자는 당의 국가기관에 대한 도라는 

당국가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당규약에 있어야 할 문구로 보인다. 둘째, 국방위원장

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권위의 최상의 정점에 있으므로써 1972년 헌법 

국가주석의 기능과 동일하게 최고지도기관으로서의 헌법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직

접지도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방위원장은 내각사업도 관장하는 국가 전반의 

사업을 관리하는 규정하 다는 점이다. 

국방위원장을 헌법권위의 정점으로 놓고 그에 맞게 국방위원회도 국가사업 전

반에 대한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지도록 역할이 조정된다. 2009년 헌법 

109조 1항에서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이라는 전제조건에서 “국가의 중

요정책을 세운다”고 그 권한을 명기한다. 이는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한정하긴 하

지만 이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109조 2항에서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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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기한다. 이는 국방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권을 가진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위원회는 109조 1항에서 필요에 따라 넓은 의미의 국방으로서 국가사

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109조 2항에서 국방부문에 대해서는 항상적

으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헌법에서 인민경제

에 대한 내각의 권한과 책임은 1998년 헌법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국방위원회가 간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인민경제에 대한 부문까지 확대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방위원회를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 국방위원장

은 국방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사업지도권(103조)을 가진다는 점에서 1998년보

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권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내각 

구성과 관련하여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성원 임명

(91조10항)”함으로써 내각은 최고인민회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1972

년 헌법상 권력구조와 유사하게 최고 도자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국방위원장은 

국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고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역할 확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정리하면 헌법기관 간 위상, 선거, 지도체계의 변천과정을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헌법기관은 형식상 권력을 가진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

위원회,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인민경제부문의 정무원, 국방부문의 인민무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 헌법

에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독립하며 정무원내의 일체무력기관인 

인민무력성과 인민보안성을 산하기관으로서 가져옴으로써 군사부문 최고지도기

구이자 최고집행기구로서 군사부문의 통일적 관리체계가 강화되었다. 즉, 1992년 

헌법에서 국방위원장 권한과 책임아래 국방부문 전 부분이 여타의 헌법기관과 

독립성을 가진다. 이런 국방부문의 독립성은 당시 안보위기 상황을 반 한 것으

로써 또한 후계자 김정일을 국방부문의 최고지도자로서 권력승계과정에서의 권

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장기간의 권력세습과정

을 거쳤다는 점에서 당과 군의 지배엘리트 사회내에서도 쉽게 동의했으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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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헌법기관 간 위상, 선거, 지도체계 변천사

(출처: 신대진 201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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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헌법은 국방부문의 역할이 강화된 점이 두드러진다. 최고지도자는 국방

위원장이 되며 국방위원회는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두게 된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일차적인 역할이 국방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헌법기관내에서 권력과 

자원배분(즉 경제적 기득권)이 국방부문 중심으로 재편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1998년 헌법은 당과 내각의 역할축소에 따른 인민경제 부문의 정치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의 축소를, 국방위원회의 역할 확대에 따른 국방부문의 정치권력과 경제적 

기득권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당시 국제적 안보위기와 국내적 경제위기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배엘리트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암묵적 합의에 조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9년 헌법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권력투쟁이라는 아나키적 위협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인민경제 부분의 정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방부문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세력균형적 당과 내각의 권력 복원

과 강성대국의 마지막 관문, 즉 그동안 외부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국방력증가에 따른 인민경제의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취해진 조치를 재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과 군의 역할 비중이 1998년 헌법 이전 시기로 

복원됨을 의미하면 상대적으로 당의 역할 증대, 군의 역할 축소로서 볼 수 있다. 

이는 군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정치권력을 양보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군의 

정치권력의 양보는 군사비 지출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기득권의 보장이라는 타협

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중국과 북한 사례 모두에서 

최고지도자의 권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사부문의 지지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 과정에서 중요할 것이며 김정

은 집권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암묵적 계약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정일 시기 제도의 수정은 김정일의 권위하에 지배엘리트 사회에서 암묵적으

로 타협한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잇다. 그렇다면 김정일 시기 당군정 관계의 실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제도 수정이라는 관점에서 지배엘리트의 정치적 동기의 

관점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김정은 시기 당군관계를 제도적 특징으로서 당군관계는 2009년 헌법과 2010년 

당규약 수정에 대한 이해부터 균형자로서 최고지도자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당과 

내각의 역할증대에 따른 실제의 정책에 대하여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

서는 김정은 시기 당관계에 대한 제도와 실제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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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김정은 시기 당군관계

제1절 당과 군의 기능적 관계: 정책 및 작전

일반적으로 북한학자들은 북한의 군은 ‘당의 군대’에서 ‘수령의 군대’로 변질되

었다고 논한다. 그러나 여기서 함정은 수령의 군대라고 당규약과 헌법에서 나타나

는 제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즉, 김정일 집권 시기 

각 기관들은 제의서를 서기실에 보고하면 최고지도자 서명에 따라 정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변천과정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최고

지도자 중심의 일인지배체제가 완성되고 고착화되었을 경우는 이런 주장이 타당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승계과정에서 공식적인 권력승계이후 실질적인 일인지배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당군관계에 대한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당군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군사정책결정 과정 이외에 인사

정책결정, 작전지휘결정 체계 등을 보아야만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결정라인은 

제도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물론, 독재국가의 특성상 사전 

최고지도자의 결정, 이후 사후 제도화 되는 과정은 있다. 그러나 이를 제도의 무력

화로 볼 필요가 없다. 사후라도 수정된 현실을 제도로 반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당군관계에서 가장 주요한 작전지휘체계, 군사정책결정체계, 

인사정책결정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당군관계의 속성을 살펴보겠다. 중국은 당

군관계에서 당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전지휘, 인사, 군사정책 

등이 결정된다. 이러한 기능은 국가기관에서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주석책임

제)을 중심으로 작전지휘를, 군총정치부를 중심으로 당적 지도(인사, 검열, 교육)

를, 국방부를 군사력 건설 및 외교정책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관에서 비대칭적인 국방위원회, 최고사령관 제도가 있

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1. 국방위원회: 군사정책

첫째, 당적 통제 수단으로 인적구성의 일치여부이다. 북한은 인적구성이 당 군사

위원회와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과 북한의 당국가체제로의 국가기구에 대한 당적 

지도체계의 핵심은 대칭적인 당-국가 기관에 대한 겸직제도이다. 중국에서 중앙군

사위원회가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시기 당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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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국가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됨으로써 당적 

지도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이후 당-국가 간 인적구성의 일치가 약화되었다.

둘째, 국방위원회의 기능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부문 당국가체계에서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기 헌법기관인 

국방위원회는 군사부문을 포함하며 ‘넓은 의미의 국방’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역할

이 확대된다. 이는 군의 역할의 확대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부문을 물론 ‘넓은 의미의 국방’에 대한 최고지도기관으

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절대로 아니다. 이는 당의 구조와 국가의 구조가 

상이하게 변화되어온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은 당중앙위원회(정치국), 군사

위원회 등의 정책결정 기관이다. 국가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정책결정 기관이다. 

김정일 권력승계 과도기에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분리된다. 1998년 헌

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기능이 국방위원회(국방 부문 최고사령관), 내각(경제부

문 최고사령관)으로 불완전한 이원화 된다. 2009년 헌법에 의해서 국방위원회의 

기능은 1972년 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게 확대된다. 당의 조직

구성을 보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부문에서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자율성이 강

화되었지만 그 기능이 국가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당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국방위원회는 군사부문을 포함한 국가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와 강화되었다. 따라서 기능적 관점에서 당-국가체계를 역으

로 고려하여 국방위원회의 유사한 당기관을 살펴보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

위원회와 중첩된다. 국가사업이 국방과 경제로 양분될 수 있다면 국방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국방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능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에 대해서

는 1998년 헌법에서 간접적인 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것에서 2009년 헌법에서 거의 

직접적인 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는 이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과 일치하지 않으며 상이한 위

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가기관에서 국방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이다. 1972년 헌법에서 국방위원

회는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부문위원회이며 위원들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결정된

다. 특이한 것은 국가주석이 1972년 헌법에 의해서 국방위원장을 당연겸직으로 

제도화 되어 있으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주석이 직접 인사조치할 수 있다

는 점이다. 1972년 헌법에서 국가주석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1972년 헌법

에서 국방위원회는 인적구성과 지도체계 상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이중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국가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지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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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기능적 관점에서 

수직적으로 국가주석-중앙인민위원회-국방위원회 구조가 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

주석이 국방위원장 겸직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권 등을 고려하면 

국방위원회는 1972년 헌법구조에서도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 부문위원회이지만 

국방위원회는 국가주석이 책임지는 구조로서 국가주석의 권한아래 상당한 자율성

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방위원회의 독립적 위상과 자율성은 1992년 

헌법에 의해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제도화

됨으로써 완성된다. 

2. 최고사령관: 작전지휘

북한에서 당이 당국가체제에서 군에 대한 지휘권이 직접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1962년 현실적으로 먼저 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970년 당규약에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명기함으로써 성문화된 제도화 과정을 밟았다. 1980년 당규약에서

는 군사위원회 조항에서 지휘권을 명시함으로써 당의 지휘권은 보다 명확해졌다. 

1982년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군사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되면서 당중앙위원회

로부터 군사부문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는 2010년 당규약에서 성문화된 제도화 

과정을 밟는다. 2010년 당규약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당의 지휘’ 권한이 ‘당적지도’

로 수정된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는 다르게 당 기관으로서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와 국가 기관으

로서 최고사령관의 지휘가 일치하지 않는다. 군대이동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의

해서만 가능하다. 이미 앞에서 논한 것처럼 중국군은 사실상 당의 지휘로 일원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당의 지휘권이 위임된 최고사령관에 의해서 

유일적 지휘체계를 가진다. 즉, 군 작전지휘권은 당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사령관만이 사실 실행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집체적 지휘권을 

가진 당중앙군사위원회는 2004년 전시시행세칙 수정과 같이 제도적 차원의 기능

을 수행하며 실제의 군사작전과 관련해서는 최고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1982년 위상강화로 당군관계에서 군의 독립성이 제고된다. 

2010년 당대표자회에서 당정치국 복원으로 정상적인 당군관계의 복원으로 군의 

상대적 지위 낮아진다. 2009년 헌법, 2010년 당규약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경우 

당정치국의 위상강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간 기능적 분화, 국방위원

회의 기능과 책임이 내각까지 확대됨으로써 국방위원회의 군중심적 성격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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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와 관련하여 군총정치국장 인사에서 비군인계열 득세(숙청관계)와 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최고지도자

이미 지적한 바대로 김정은 시기 제도적 관점에서 최고지도자는 당과 군의 세력

균형적 상황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과 군의 세력균형과 함께 최고지도자 중심의 권력의 집중이 된 제도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당규약에서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당국가체제와 당총비서의 위상

김정일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과정의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헌법보다는 당대

표자회 및 당규약 수정에 심혈을 기울인 듯하다. 당국가체제에서 당에서의 일인지

배체제의 고착화를 유도하는 안전장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당총비서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2010년 당규약에서 당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장직을 당연겸직한다. 이와관련

하여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통해 공식화 된다. 이는 중국에서 

시진핑이 2010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면서 공식적인 권력승계과정에 

안착한 것과 유사하다. 그만큼 최고지도자와 군의 관계는 중요하다.

  2010년 당규약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당총비서의 당연겸직이지만 당총비서는 

당대회에서 추대된다는 점이다. 즉, 이전의 1980년 당규약에서 총비서는 당중앙위

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당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위에 존

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조직된다는 점은 당총비서이

자 당중앙군사위원장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는 선거대상이 되지 않고 당중앙군사

위원장의 권위아래 조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상장(2011)의 주장대로 당중앙

군사위원장의 결정을 사후 비준하는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위원회라는 제도에 대한 의사결정방식이다. 원래 북한에서 위원회는 협

의제기관을 말한다. 이는 위원회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

위한다. 그러한 위원회가 위원장의 권위에 의해서 조직된다는 것은 협의제가 아니

라 기관장의 권위아래 의사가 결정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당규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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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국은 조직의 대상이었다. 이는 총비서의 보좌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총비서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조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10년 당중앙군사위원회도 협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당총비서

이자 당중앙군사위원장의 권위아래 의사가 결정되는 조직으로 제도화 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최고지도자인 당총비서이자 당중앙

군사위원장의 직접적 권위아래 들어가게 됨으로써 당중앙위원회의 권위보다 우

선하는 당총비서의 책임과 권위아래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2010년 당규약에 의한 당중앙군사위원회도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분야에

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한다(27조)”고 규정한다. 따라서 당중앙

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가 아니라 당대회 사이의 군사분야에 한정되기는 하

지만 모든 일을 지도한다는 것은 당중앙위원회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또는 기능

적 분화를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정으로 보아 당대회 앞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서국 또한 당대회에

서 추대된 당총비서 책임과 권위아래 들어간다는 점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지

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당규약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절대성을 

강조하면 어느 정도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비서국 간의 관계

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짐직할 수 있다. 이는 명시적이지 않다. 다만 북한

에서 국방부문과 최고지도자 추대와 관련해서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의 공동 결정 또는 공동 추대의 형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추론이 가능

하다.

2010년의 당규약에서 당총비서는 당의 수반이며 당을 직접 대표함으로써 당총

비서의 결정은 바로 당의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2010년 

당규약에서 당총비서가 최고 도기관이 되며 되며 당총비서의 도밑에 당중앙위

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이 병렬적으로 위치한다. 그러나 비

서국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직된다는 조항은 남아 있어서 여전히 당중

앙위원회 권위아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당총비서를 중심으로 수직적 지도체

계가 만들어졌으나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중심의 지도체계도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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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당기구 위상과 선거 및 조직 관계

(출처: 1970, 1980, 2010년 북한 노동당 규약 / 직접작성)

<그림 2>에서 총비서의 위상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헌법에서 최고지도자가 최고 도권을 가진 것처럼 2010년 당규약에서도 최고지도

자가 도권을 가지고 전당을 지도하는 체계로 수정된 것은 동일한 논리로서 볼 

수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당과 군 간의 권력투쟁이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고지도자 김정은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려한 것이 아닌

가 한다. 

다음으로는 제도뿐만 아니라 주용 권력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체계가 

실현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당국가체제, 그리고 그 속에서 당군관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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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국가관계의 실제28)

1) 김정은 공식적인 권력승계 과정

김정은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과정을 살펴보면 당과 국가와의 관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권력승계과정은 당의 정상적인 기능에서부터 시작된다. 2012년 2월 

18일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의하여 동년 4월에 조선로동당대표자

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이후 동년 4월 11일 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개최하

여 당규약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며 당규약 서문에 김정은을 조선로동당의 령도자

로서 명기한다. 또한 당대표자회는 김정일 동지의 유훈에 따라 김정은 동지를 당 

제1비서로 추대한다. 이는 김정은의 추대는 전임자의 권위를 빌어 당대표자회에서 

추대하는 형식을 가져온다. 이는 전임자의 권위-당의 권위가 수직적으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이는 김정은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은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어떠한 

권력도 도전할 수 없는 권위로서 제도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임자의 유훈은 

이후 수정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도전받을 수 없게 된다.

이후 동년 4월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은 당 제1비서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위원장 김 남의 추대연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

사위원회의 제의에 의하여 김정은 동지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

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최고지도자 추대과정에서 당군관계의 의미를 가지는 것

은 당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동시 제의에 의했다는 점이다. 

2010년 당규약에서 당총비서가 당연겸직으로 당중앙군사위원장이 됨을 반 한 

결과로서 볼 수 있지만 이미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인 

역과 위상과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방위원장은 2009년 헌법

에서 나타난 것처럼 당의 주된 역할은 인민경제 역과 군의 주된 역할인 국방부문

의 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리로서 각각의 역에서 당의 최고지도기관의 제의

에 의해서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

이상의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 정치국의 권한

과 책임의 복원, 둘째, 당국가체제로서 당의 권한과 책임의 복원, 셋째, 당중앙위원

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적 분화는 최고지도자의 추대과정에서도 그대로 

28) 당군관계의 실제는 주간북한동향(2013년-2015년)을 토대로 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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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넷째, 당대표자회의 결정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지도자가 추대됨

에 따라 당국가체제로의 복원을 의미한다. 다시 당군관계로 축소하여 의미를 도출

하면 당중앙위원회는 인민경제 역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당중앙군사위

원회는 국방부문 역할에 대하 권한과 책임을 각각 가진다는 점에서 두 당 기관의 

위상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책결정과정의 실제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라면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는 동일한 주기에 의해서 개최

되어야 한다. 당의 최고의사기구인 당대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이후 국가의 최고

의사기구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결정은 국가정책으로 반 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제13기 제1차 회의에 앞서 비로서 당중앙위원회 정치

국 확대회의가 2014년 4월 8일에 개최된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참석인원은 

정치국원들뿐만 아니라 내각 부총리들과 일부 당중앙위원회 부장, 부부장들이 방

청한다. 이는 마치 1972년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당시 중앙인민위원회의 인적구성

과 유사하다. 즉, 당시 중앙인민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정무원 총리, 부

총리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972년 헌법에서 당과 정무원이 중앙인민

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1998년 최고지도자에게 각 부처간 

제의서에 의한 정책결정이 다시 당과 내각의 중요 구성원들이 정치국 확대회의에

서 정책결정을 하는 즉, 집체적 지도원리가 당 정치국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당국가체제에서 당의 결정이후 국가의 결정으로 현실화

되는 것으로 당국가체제의 정상화로서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정치국은 이제는 당중앙위원회의 권위 위에 존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국가지도기관 구성

안이 토의되는에 이는 국가지도기관이 인민경제와 국방부문을 모두 포괄하기 때

문에 정치국은 두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 정치국의 권한과 책임 역은 이미 2013년 2월 11일 회의결과에서도 두 역

을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결정서에 따르면 경제강국 건설 및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인민경제 역에 대한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국방력강화라는 

국방 역에 대한 정책결정을 모두 수행한다. 당 정치국이 당대표자회를 결정한 

것처럼 전 역에 대한 권한과 전임을 가지고 있음은 명확하다. 이러한 사실은 2015

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5년 2월 10일 당 정치국회의는 당창건 70주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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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를 채택한다. 내용은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동년 2월 12일 

당정치국의 결정을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로서 구체화된다. 

이는 당정치국이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당중앙위원

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경제와 국방부문의 역할을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0년 이후 당 권위의 복원은 당에서 중앙위원회와 중앙

군사위원회의 기능적 분화를 제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김정은 시기 지배담론과 당군관계

김정은은 2011년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2012년 당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로 추대됨으로써 공식적인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등극하게 된다. 이후 김정

일이 1998년 헌법수정과 함께 제시한 강성대국론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처럼 김정은도 새로운 지도자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본고는 ‘새로운 

병진노선’이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지배담론의 구성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병진노선은 경제와 핵을 동시에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집권시

기의 군사중심의 기득권 구조-즉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의 재편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군관계 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은 시기 지배담론은 2012년 당규약과 헌법에서 나타난 

의미와 공식적으로 최고지도자로서 처음 2013년 신년사부터 최근 2015년 신년사

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당규약과 헌법은 지배담론의 제도화라는 관점에

서 당군관계의 기본골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2012년 제도수

정에서 당군정 권력기관간의 기본적인 권력구조과 역할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규약과 헌법의 서문에서 나타난 병진노선 등 당군관계와 관련있는 부분

만 참조하여 지배담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1. 2012년 당규약과 헌법 서문

헌법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헌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2009년 헌법

과 동일하다. 헌법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대체한 것을 제외하면 그 외 별차이가 없다. 

다만 헌법 서문에서 2012년 당규약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명기하고 2012

년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규정하고 하 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를 연결해서 보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은 당규약과 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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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전체를 지도하는 원리로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김정은에

게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선임자의 사상인 선군사상이 제도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바대로 2009년 헌법과 2010년 당규약이 당권력과 인민

경제의 상대적인 복원을 의미한다면 2012년 제도수정은 김정일 집권시기로 되돌

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당규약에서 김정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원히 

모시고 …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 조선로동당은 …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

여”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규약이 수정되기 이전까지 김정은 북한 당군

체제에서 최고지도자로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서문에 명시한 김정일의 강성국가건설 업적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당군관계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그런데 업적은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

기 때문에 김정일 시기에 대한 시대규정부터 보면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객관적

인 안보적 위기 상황으로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위한 유산인 사회주의전

취물을 예롭게 수호”하 다고 규정한다. 즉,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역사적 

성취물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군사중시의 당군관계는 정당화된 것으로 규정한 것

이다. 이는 군사중시 당군관계가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상

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상황적, 즉 임시적 관계로 규정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 업적 중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 ... 강성국가건설의 휘

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헌법에서 나타

난 지배담론은 외부환경의 안보위기상황에서 당시 시대적 요구로서 국방(군)을 

최우선시하는 선군노선을 정당한 것으로 구성되며 이는 상황적, 임시적 특징을 

가진다.

2. 신년사: 2013-2015

2012년 헌법에서 당군관계에 대한 의미는 김정은 집권 초반 시기인 2013-2015년 

신년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헌법서문과 마찬가지로 신년사에서도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해야 한다. 즉, 지배담론은 상황에 

따라 시대적 요구가 달라지고 그에 맞게 당군관계가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신년사에서 2012년을 “김정일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 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김정일의 유훈에 따른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다. 그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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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시된 것이 바로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 우주

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을 힘있게 과시... 현대적 무장장비를 갖춘 ... 조국의 안전

을 .. 수호”등으로 구성한다(2013년 신년사).

2013년 신년사는 김정은 집권 1년차이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당군관

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다만 2013년 신년사에서 “경제부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2009년, 2010년 헌법과 당규약 수정의 의미와 연속선상에서 

강성대국의 마지막 관문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 시기 업적을 계승하 다는 점과 경제강성대국으로 가기 위한 일이 시대

적 요구로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당군관계는 선군시대와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신년사도 상황규정부터 최고지도자의 업적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신년사에서 2013년을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하 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군사중시는 그대로 적용되

는 듯하다. 그러나 2013년의 3차 핵실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국방

과학의 첨단을 돌파”하 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표현하고 있다29). 이러한 간접

적인 표현으로 명기한 것은 아마도 상황규정을 안보위기만을 강조함으로써 군사

중심의 당군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이는 2014년 신년사에서 업적을 명기한 순서로 업적의 중요도를 정리하면 2013

년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새로운 병진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30).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노선을 받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수호전

에서 빛나는 승리”한 것으로 최고지도자의 업적을 명기하 다. 여기서 ‘새로운 

병진노선’에 맞게 ‘강성국가의 건설’은 인민경제를 의미하며 ‘사회주의 수호전’은 

국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핵 병진노선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배엘리트의 대중에 대한 역할, 즉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보상으로서 인민경제는 국방과 최소한 동급으로 병기처리 된 것으로 볼 수 

29) 이러한 3차 핵실험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은 이전과 상이하다. 김정일 집권시기 2010년 공

동사설에서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

적으로 진행한 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장쾌한 승리의 첫 포성을 올린 력사적 사변이었다 

“고 2차 핵실험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 다(2010년 신년공동사설).  
30) 신년사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이와 유사한 신년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김일성 시기 신년사에서는 당정군의 순서나 로동자가 군 보다 병기했을 경우 앞에 섰으나 

김정일 시기 공동사설에서는 당군정의 순서나 로동자보다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군이 앞

에 서게 된다. 즉, 정으로 대표되는 인민경제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가치보다는 국방에 대한 

역할의 가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김정일 시기 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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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글의 순서에 따른 중요도를 인정한다면 인민경제는 국방보다 앞에 선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지배엘리트의 대중에 대한 역할에서 인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당과 내각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배엘리트 사회내에서 

대중으로부터의 정당성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2013년을 

기준으로 당군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추세가 고착화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014년 신년사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 핵전쟁 장비... 북침 핵전

쟁연습 (등) ... 위험한 정세”임을 강조하고 “(조선반도를)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

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안보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는 새로운 병진노선

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군사엘리트의 정치

권력의 양보에 따라 경제적 기득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병진노선에서 핵을 후순위로 병기하지만 여전히 제1의 노선으로 위치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엘리트의 경제적 기득권인 군사비 지출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2015년 신년사에서는 다소 군사중심으로 이동하다. 2014년

에대한 업적에서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개발 완성하여 혁명무력의 질적 

강화”를 시켰다고 국방부문의 업적을 인민경제부문 보다 앞서 명기한다. 이는 다

음과 같이 2015년의 사회적 과제를 “정치사상강국,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 

과학기술의 힘으로 …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 등의 순서로 병기한다. 

이는 당군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군사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2013년 ‘새로운 

병진노선’채택과 함께 김정은 정권은 ‘역할’라는 전략을 선택하 지만 이후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과거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새로운 병진노선’은 여전히 

핵(군사)중심의 노선으로서 처음부터 노선변경의 의미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과 군의 역할에서 군사중심의 군의 역할이 최우선임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2010년의 당과 군의 세력균형적 의도는 당과 군의 역할, 즉 인민경제부문과 

군사부문의 상대적 역할의 크기의 조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김정은 시기 지배담론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여전히 북한의 지배엘리트는 

김정일 시대의 군사중시의 권력과 기득권 구조가 조정되는 국면과 지속되는 국면

이 충돌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주장의 일관성

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김정은 정권은 인민경제를 김정일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배엘리트의 권력과 기득권 구조의 조정도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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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노선과 정책은 언제나 성공적인 

것으로 포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병진노선 전략의 구체적인 성과에 따라 

모순적 상황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일 집권 3년차인 올해까지 

북한은 새로운 당군관계라는 경로는 고착화 이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로의 고착화는 새로운 노선과 정책으로 구성된 당군관계가 과거의 경로

보다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전략과 의지

1) 경제개발구 전략 채택과정과 의미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 제1비서

가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지적하 다(미무라 미츠히로, 2015). 이후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에서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를 채택하고 11월에는 13개의 경제

개발구를 지정한 정령을 발표한다. 경제개발구 관련해서는 내각에서는 대외경제

성 국가경제개발총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구 관련하여 최고지도자와 당, 내각으로 이어지

는 수직적 구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제1비서인 김정은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개발구 관련 지시로부터 시작되었

다. 따라서 경제개발구는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귄위와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이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되고 국가 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으

로 제도화된다. 당의 권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매개로 실현되었다. 구체

적인 정책집행은 중앙정부에서는 내각의 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과 지방정

부로 이어진다. 즉, 경제개발구는 최고지도자(당 제1비서)-당-최고인민회의-중앙

정부(내각)-지방정부로 지도체계가 명확하다. 이는 인민경제개발과 관련하여 국방

관련 권력기관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2009년 헌법에서 최고지도자인 국방위원장이 내각에 대하여 1998년 헌법

보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김정은 시기 최고지도자는 인민경제에 대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직접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당과 내각은 역할의 가치가 상대적

으로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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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중앙정부의 의지: 2015년 두만강 포럼 북한대표단 발표자료집

김정은 정권의 최근 경제개발구 전략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2015년 두만강 

포럼 북한 대표단의 발표문들을 토대로 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두만강 포럼은 공식

적인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북한 학자 개인의 논문이라기 보다는 북한 정부의 입장

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몇 가지 경제개발구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해외

자본의 유치를 통한 발전전략이라고 본다면 북한의 국제관계도 중요하다. 따라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 전철남(2015)은 김정은 2013년 신년사에서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

에 대한 제국주위자들의 간섭과 군사적 침략책동으로 ... 조선반도(는) ... 세계최대

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이는 1894년 청일전쟁부터 시작한 긴 역사적 

연원을 가진 것이며 현재 미국의 침략적인 동북아시아 정책이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된 곳이 바로 조선반도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사드배치 문제를 상당량의 분량

을 차지하며 문제시 한다.

박명남(2015)의 글에 의하면 북한의 보는 동북아지역 정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반미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비호 밑에 일본의 군사적 반동화가 더욱 심해지

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동북에서 토분쟁과 사드배치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지적한다.

북한의 동북아 지역정세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정세는 여전히 안보문제가 

중요하며 이는 미국의 사드배치 등의 군사전략적 행위와 일본의 우경화,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간 경제적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경제개발구 관련해서 한미

일로부터의 자본유치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자본유치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는 2015년 한중국제학술회의에서 경제개발구 관련 아브라하미안

(2015)의 발표를 토대로 하면 모순에 직면한다. 원산-금강산 지대의 경제개발구는 

남한 및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토대로 했을 때만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부문이다. 그는 결론에서 따라서 경제개발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서 지정

학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역정세 인식과 경제

개발구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면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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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의 경제개발구 전략은 김일성 시기 시작되었으며 김정일 집권시기에

도 일관되게 추진된 전략임을 강조한다. 백성일(2015)은 김정일 집권 초기인 1998

년 헌법에서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

의 기업합 과 합작, 특수경제 지댕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 을 장려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외국기업과의 경제적 교류와 관련된 법제는 1947년 북한과 소련 

간의 경제협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김일성 시기에서 연원을 찾는다. 이는 논리적으

로 경제개방이 김일성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김정일 집권 초기 1998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김정은 시기의 26개의 경제개발구31)를 창설된 것은 북한의 일관

된 정책노선임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한 경제개방과 관련법

으로 1984년 합 법과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지적한다(최수광, 2015). 김정은 시기

의 경제개발구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개발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2015년 신년사에서도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사

업을 적극 고나가야 한다”고 재차 언급한 사실을 강조한다(최수광, 2015).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방전략은 김일성의 교시, 김일성 시기의 관련법, 김정일 집권시기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서 이는 앞으로 김정은 정권은 일관되게 경제개발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개발구 관련 구체적인 장점을 열거한

다. 리명숙(2015)은 북한에 대한 투자유치관련 각종 세금관련 장점이 있다고 주장

한다. 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은 7가지이며 구체적으로 세

분화하면 9개의 종류라고 한다. 이는 외국의 경우25개에서 39개 이상의 세금이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소득세률이 25%이고 

소득세률은 20%로서 타국가에 비교했을 세금이 낮다고 지적한다. 리명숙(2015)과 

고현철(2015)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하여 투자에 우호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소

개하고 있다.

2015년 두만강 포럼에서 북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들은 피상적으로 상호모

순적인 모순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과의 적대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해외자본의 투자유입을 촉진하는 경제개발구 전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의지는 두만강포럼에서 제시한 것으로 

31) 남한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시기의 정책으로 의미를 부여하지만 북한에서는 김

일성 시기의 라선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지구,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등 이른바 경제특구 4개 지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백성일, 2015). 참고로 

김정은 시기 경제개발구는 최근 발표한 경원경제개발구를 포함하여 22개이며 이는 중앙급

과 지방급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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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만을 보아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내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으로 북한 경제개발구와 

관련된 해외전문가 및 북중접경지역 경제현장 답사결과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의 실제를 토대로 의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표 2> 경제개발구 해외전문가 인터뷰 및 북중접경지역 답사결과

사례 국적 사무소 소재지 비고

A 독일 한국 민간차원 대북사업 및 경제개발구 세미나

B 국 싱가포르 경제개발구 세미나 및 북한 실물경제관료 교육

C 일본 일본 경제개발구 세미나 참여

D 캐나다 중국 연길 대북 에이전시

10년 넘게 민간차원의 대북사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개발구 세미나에 참

석하고 해외전문가 A는 몇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 다. 첫째, 북한의 

평양-지방 항공노선이 최근 들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2015.10.2. 인터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다른 국내 북한 학자의 는 이에 대하여 관광사업

과 관련하여 이렇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 다. 지방공항은 군사시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사시설을 개방하면서까지 관광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의 의지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개발구 전략

은 상당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해외전문가 A, B, D의 공통의견).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광사업의 경우 어권 관광객을 위한 통역전문가 들이 

있는데 그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권 관광객이 많이 유치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어렵다(해외전문가A). 공업개발구 등의 지방차원의 경제개발구는 개념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지역을 가보면 그냥 농촌의 풍경 그대로 이며 도로, 전기 등 기반시

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개발구 관련 지방담당자들은 중앙정부의 

지침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해외전무가A,B).

이들의 공통의 의견으로 중앙급 경제개발구/경제특구는 어느 정도 외형적 건설 

등의 측면에서는 진천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산-금강산 경제개발

구 지대, 나진 등이 그렇다. 

그러나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아직 미온적 상황이다. 온성섬 경제개발구 답사결

과를 토대로 보면 이 지역은 북한과 중국의 두만강 사이에 있었던 섬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측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온성섬 관관경제개발구는 개념상으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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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 경마장 등이 존재하나 현재는 옥수수밭으로만 존재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온성섬은 일부는 북한 토이지만 일부는 중국 토이다. 따라서 온성섬 관광

개발구는 단순히 북한과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합작사업으로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경제개발구 사례가 있다. 북한의 노동자와 해외자본과 시설이 

이용되는 공업개발구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

직 최근 발표된 경원경제개발구는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해외사업가 두 곳이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측의 담당자는 이에 대하여 나진지역과는 

다르게 경원공업개발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나진특구는 나진이외

의 노동력은 몇 년 단위로 들어와서 일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래의 고향으

로 돌아간다. 따라서 나진특구는 제한된 방식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원경제개발구는 이와는 다르다. 함경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정한 것이므로 함

경도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 모두가 기간에 제한없이 들어와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원공업개발구의 실제 상황이 성공적으로 진행

된다면 북한지역의 값싼 노동력과 해외자본이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의 경제

개발구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지방정부 담당자의중국

지역의 북한공업구역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32)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즉,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북한의 값싼 노동력은 국내자본뿐만 아니

라 해외자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해외전문가D의 사례를 부연하고자 한다. 그의 경력과 대북사업의 경험을 관련

하여 북한 주민의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재미있다. 그는 남한에서도 증권회사 

등에서 수년간 일한 적이 있으며 지금은 북한관련 에이전시를 운 하고 있는 사업

가이다. 김정은과 수차례 만날 정도로 북한 정부와 친하며 수시로 북한에 들어간다

고 한다. 즉, 남한과 북한에 대한 경험이 모두 있는 그는 북한 주민의 김정은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그는 마식령 스키장의 예를 들어 설명하 다. 

마식령 스키장에 가면 옷이 허름한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평양주민이 

아니며 지방주민으로서 돈주 등 신흥부자 계층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마식령 스키장에 관광하러 온 북한 관광객은 특권층뿐만 아니라 일반주

32) 여러 중국의 북한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하면 한 북한공업구역 당 약 100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공업지역에는 북한노동자뿐만 아니라 중국 주민을 포함하여 

외부인의 입출입을 제한고하고 있으며 답사 결과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

들은 그 곳이 북한공업구역인지도 인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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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식령 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등에서 

즐기는 북한주민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생각에는 북한은 체제 만족도가 매우 높다

고 생각한다. 특히 남한주도의 통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 다.

위의 대북사업 관련 해외전문가들의 의견과 북중접경 지역 현장답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김정은 정권은 첫째, 군사시설을 양보할 만큼 인민경제부흥

에 관심과 의지가 있다. 둘째, 최근 신의주, 나진 지역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남한자

본의 참여가능성과 특구/경제개발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발표된다는 점에

서 중앙급 경제개발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셋째, 경원공업개발구 및 북중접경 지역 중국측의 북한공업구역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은 해외자본(특히, 중국, 중동)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며 구체적

인 성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앙정부, 즉, 당과 

내각의 의지가 반 된 결과로 본다면 인민경제부문의 성과는 부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 식의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상징화된 당군관계의 

정치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의 조정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제4절 김정은 체제의 당군관계 안정성 평가

사회심리학적 경로의존성은 행위자 중심의 경로의존성으로서 합리적 관점에서 

기대하는 긍정적 환류를 바탕으로 하는 기대 보다 경로-즉, 제도, 협력, 관계-의 

안정성은 행위자 관점에서 경로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관점에서 더 안정적일 수도 

덜 안정적일 수도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 다. 즉, 김정은 체제의 제도적 안전장치

로서 2009년 헌법과 2010년 당대표자회와 당규약 수정에 따라 최고지도자에 대한 

일인지배체제의 제도화 및 당권력의 복원에 따른 군의 상대적 권력구조의 양보와 

경제적 기득권 보장을 의미한다고 지적하 다. 

이러한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과의 조정은 최고지도자, 당과 군으로 구성된 지배

엘리트 사회에서의 사회적 필요성과 미래의 권력투쟁에 따른 생존이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 즉, 최고지도자의 권력집중과 당과 

군의 지배엘리트 간의 세력균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김정일 집권시기가 

군부중심의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의 재편성을 다시 상대적으로 당과 군의 정상적

인 관계와 균등한 기득권구조로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정일 시기 강성대국 중 경제강성대국에 대한 대중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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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감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2년 신년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배엘리트의 대중

으로부터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수단은 경제성장이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당과 내

각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에 따라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은 시기 숙청은 지배엘리트 사회에서 

체제 및 당과 군으로 구성된 지배엘리트 사회에서 생존-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의 

유지-을 담보로 한 희생-권력구조의 양보-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타협된 김정은 

체제, 당군관계의 불안정성을 생산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대한 지배엘리트 사회의 대응으로서 당중심의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의 

재편성은 결국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 다. 물론 이러한 당군관계의 

안정성은 최고지도자 중심의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 과정에서 의미를 가가진다. 

따라서 김정은 시기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 숙청의 지배엘리트사회에서의 의미, 

군의 상대적 만족이라는 관점에서 체제 및 당군관계의 안정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자 한다.

1.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

최근 뉴스를 보면 북한은 내년 5월에 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대

회와 당대표자회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당대표자회는 비상시 사용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당대회는 정상시 사용되는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당국

가체제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당의 권위가 적어도 1980년 당대회 

시기로 정상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8년 김정일 집권이후 당국가체제의 정상

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2016년 예정된 당대회는 김일성 집권시기 정상

적인 당국가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며 제도적으로 볼 때 체제와 정권의 안정화 

과정으로 이해할 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의 일인지배체제의 완성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의 역사에서 일인지배체제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1970년 당

규약, 1972년 헌법의 제도화 이후 후계자를 위한 1980년 당대회 이후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구가체제에서 일인지배체제가 고착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는 제도적으로 

집체적 지도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는 당국가체제에서 당 중앙위원회(정치국)의 최고지도기관이 국가 최고지도기관

인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겸직함으로써 당국가체제를 제도화하 다는 점이다. 따라

서 중국식 당국가체제로의 복원이든, 북한식 당국가체제로의 복원이든 판단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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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내년 당대회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구체적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제도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2009년 헌법과 2010년 당규약에서 당총비서제 

도입, 2012년 당규약에서 김정은을 조선로동당의 령도자로서 명기함으로써 일인

지배체제는 형식상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러쉬의 개념처럼 운명공동체로서의 

지지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비서국과의 인적 관계,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군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당 비서국은 시간이 필요할 뿐 

당 총비서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군부와의 관계가 일인지배체제

의 고착화를 위한 마지막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가체제의 복원과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가 진행될수록 당과 군은 당적지도

에 의해서 당이 군대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방의 주요 

결정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그 외 중요 국방정책은 국방위원회에서 결

정되고 군사작전과 관련된 최고사령관 중심의 권한으로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시사태와 관련된 선포권한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 당 제1비서이자 당중앙군사위원장이며 국방위원장이자 최고사령관인 

최고지도자가 전시사태 선포권한 주체의 모두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최고사령관 

중심의 작전지휘체계는 변화가 없으리라 본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의 수정은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것을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최고지도자 중심으로 일인지배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수정된 당군관계의 안성정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2. 숙청과 체제안정성 평가

본고에서는 최고지도자, 당엘리트, 군엘리트를 중심으로 권력승계과정에서 공

식적인 권력승계이후 사실상의 일인지배체제로 전환 및 고착화되기 이전까지 세

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가 지배엘리트 사회내에서 합리적인 태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즉, 일인지배체제가 고착화도기 전까지는 당과 군, 또는 특정 세력이 과도

한 권력의 집중을 가지면 안 될 것으로 보았다. 그것이 2010년 당대표자회에서 

나타난 지배엘리트의 암묵적 합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의 안전보장이 지배엘리트의 핵심적인 정치적 동기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 시기 숙청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세력균형을 의미하는 숙청과 그 밖에 관료들의 무능과 실책에 따른 숙청

이다. 전자는 장성택의 숙청과 같은 사례이고 후자는 그밖의 숙청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반에는 권력공백이 존재하며 이는 아나키적 상황과 유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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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 장성택의 숙청은 지배엘리트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

다. 지배엘리트들이 세력균형의 동기에 의해서 권력구조의 수정에 동의하 다면 

장성택의 과도한 권력추구형 행태는 자신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

이기 때문에 숙청은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즉, 2009년 헌법과 2010년 당규약이 

수정이 최고지도자(balancer)에 의존하는 세력균형 모델을 암묵적으로 타협하 다

면 장성택의 과도한 권력추구형 행위는 단순히 이권의 재조조정이라는 관점보다

는 지배엘리트 간의 세력균형의 원리를 복원하기 위한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지배

엘리트 간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결과로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는 사전 교감 또는 

사후 암묵적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성택 숙청 이후 최고지도자 

김정은에게 도전할 만한 권력엘리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당군관계도 권력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장성택의 숙청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

다. 장성택 숙청과 관련하여 먼저 2013년 1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에서 결정된다. 사실상 당 제1비서를 제외하면 당정치국이 핵심 권력엘리트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회에서 장성택의 숙청 이유를 어떻게 구성하 는가는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은 다음

과 같은 죄목들이 거론된다. 장성택은 정치적 야심, 세력을 넓히려고 획책, 최고사

령관의 명령에 불복 등이다. 앞의 두 죄목은 장성택의 권력추구형 태도를 문제시 

한 것이며 이는 세력균형의 동기를 가진 다른 지배엘리트에게는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최고사령관 명령 불복은 곧 새로운 최고지도자의 도래를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지배엘리트 사회는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후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결과를 보면 장성택의 

죄목중에서 권력추구형 태도를 문제시 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장성택이 리룡하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심복으로 삼고, 자신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고, 내

각 소속 검열감독기관들을 자기 밑에 소속시키며, 군대를 동원하여 정변을 일으킬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변계획은 사실상 적발된 것이라고 보다는 권력투쟁의 

가능성에 대한 위협인식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성택 이후 정변계획과 

관련된 군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지 않은 면에서 그렇다.

이 두 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보면 당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권력엘리트들

은 장성택의 숙청을 세력균형적 동기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순응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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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세력균형적 숙청은 지배엘리트 사회내에서 

오히려 수정된 당군관계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당군관계를 고착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성택 

숙청이후 더 이상의 위협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후 김정

은 체제가 경제부문에서 성과를 내게 된다면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가 최고지도

자, 당과 군 엘리트, 대중 모두에게 제도화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성과에 

따라 권력구조는 안정적이며 당군관계도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는 한마디로 기대와 실제 간의 만족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배엘리트에게 최대의 이익은 제도에서 약속된 행위를 하 을 경우 

기대된 결과-즉 자신의 안전보장-가 실제로 나타나는가이다. 이와 관점에서 본다

면 지배엘리트들이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과정에서 최고지도자에 의존하는 방식

의 지배엘리트간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를 암묵적으로 선택하 다면 이러한 

전략적 행위의 기대는 바로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의 유지일 것이다. 지배엘리트간 

세력균형이 김정일의 운구차량의 상징적 인물들이었다면 그들의 숙청은 바로 지

배엘리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숙청의 결과가 

특정세력의 득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최고지도자 의존형 세력

균형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숙청과 체제, 당군관계의 안정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군의 상대적 만족: 정치권력 양보와 경제적 기득권 보장

지배엘리트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권력구조와 사회적 자원분배의 우선순위의 

조정을 의미하는 2009년 헌법, 2010년 당규약 등 제도 수정을 하 는가가 중요하

다. 군의 상대적 만족은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첫째,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가능성 차단이다. 지난 세 차례의 핵실험으로 군사강

성대국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안보위기에 대응하여 인민경제

를 희생하는 방식의 군의 지나친 역할 비중 확대는 북한의 당과 내각의 엘리트와 

북한 대중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강성대국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대중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즉, 이는 경제개발구 전략에서도 나타났듯

이 최고지도자, 당, 내각을 중심으로 하여 인민경제부문의 역할 확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당과 군의 역할 비중의 조정은 합리적이다.

경제적 빈곤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문제시 되어서 최고지도자와 지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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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암묵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 제도가 수정되

었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민경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이다. 즉 

제도수정에 따른 정치적 양보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

적 환류를 경험하는 지배엘리트들은 현재의 구조를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부정적 환류를 

경험하는 지배엘리트들은 암묵적 합의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체제

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2009년, 2010년 제도 

수정이 상대적으로 군의 양보와 상대적으로 당과 내각 중심으로 권력과 기득권 

구조로 재편된 것으로 본다면 군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당군관계

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당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함으

로써 대중으로부터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 바탕으로 당이 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현 정권이 인민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다고 대중이 인식할 때 당의 정당성은 약화될 것이고 군은 정치적 양보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당군관계의 불안정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따라서 당군관계와 정권의 안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에서 

인민경제 부문의 성과이며 이에 대한 대중의 평가, 상대적 만족도일 것이다.

대중의 만족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다. 첫째, 객관적인 물질적 풍요의 

증가, 둘째, 대중의 상대적 만족이다. 객관적 물질적 풍요의 증가는 최근 한국은행

의 북한 GNI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 

만족은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기 이전에는 측정하기 

어렵다. 다만 논리적으로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은 

현실과 기대 간의 불일치에 따른 것으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대중

의 상대적 박탈감, 역으로 상대적 만족도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에 대하여 지배권

력은 담론을 바탕으로 합리화 과정을 거쳐 경제성장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한 것으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정권이 경제부흥을 위하여 경제개발구라는 전략을 선택

하고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21개 지역에 대하여 설정하고 

미진하지만 외형적으로 건설하는 모습과 작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은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북한

의 지배담론을 두만강 포럼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경제개발구 전략의 미진한 이유

를 미국의 봉쇄전략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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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하여 지난 2015년 경제개발구 관련 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중국측 인사

들과 대북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의 경제봉쇄가 경제개발구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지배엘리트가 어려운 현실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개발구 및 인민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들어내지 않는다면 대중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군의 정치적 양보는 경제적 기득권의 보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의 성장과 함께 군대의 탈정치화-당 기능의 정상화-는 

군 현대화 등 군사비 지출의 지속적 확장에 따른 군의 경제적 기득권의 보장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요인이 당군관계와 체제의 안정성 평가의 핵심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지속적으로 방사포 300mm, 장거리미사일 배치, 최

근 SLBM 등의 실험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김정은 정권은 군사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 엘리트들도 군 현대화

에 따른 경제적 기득권 보장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몇몇 무기체계의 군현대화와 관련이 있을 뿐 군사비 지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참조한 것이 아니기에 한계가 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이 군사비 지속적인 

지출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민경제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인민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이 군의 경제적 기득권 보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할 것33)으로 

보인다.

제5장 결 론

본고에서는 당군관계에서 왜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서 점진적으로 당군간 상대

적 균형적 관계에서 국방중심으로 재편성 된 경로가 김정일 집권 말기 김정은으로

의 권력승계과정에서 왜 인민경제를 중심으로 한 당의 권력과 기득권 구조가 복원

되었는가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했다. 

북한의 행위자 중심의 권력구조 속에서 당군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권력구조

라는 관점에서 최고지도자, 당엘리트, 군엘리트 등의 지배엘리트 사회, 그리고 대

33) 이와 유사하게 중국은 대만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성장이 계속 됨으로써 군 예산을 확

중하는 한 강경파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후진타오는 생각했다(리처드 맥그

레거, 김규진 역, 2012,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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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이었다. 최고지도자와 당과 군은 때로는 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긍정적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할 때는 당과 군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인민경제

와 국방이라는 전문화된 역할비중의 조정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필요에 따른 타협의 결과 기대된 역할과 관련하여 지배엘리트가 

대중들에게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다면 그 조정된 당군관계는 안정적으로 재생산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에 따른 타협의 결과 기대된 역할과 

관련하여 지베엘리트가 대중에게 적절하게 보상할 수 없다면 당군관게는 불안정

적하게 되고 권력과 노선투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군관계는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기대된 역할의 크기의 조정관계 속에서 

정치적 양보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합리적이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행위자의 사회심리적 태도에 따라 경로의 (불)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적 논리를 수용하고자 했다. 경로의존성이라

는 관점에서 사회심리학적 경로의존성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 관점에

서 긍정적 환류가 지속되는 한 경로는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

의 정치적 동기와 심리적 태도를 받아들인다면 합리적 관점보다 더 또는 덜 안정적

일 수 있다. 행위자의 정치적 동기라는 관점에서 경로, 즉 제도, 당군관계의 재생산

구조를 생각하면 인민경제의 어려움,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안보위기 등과 관련하

여 이에 대한 당과 군의 합리적인 이유, 즉 대중으로부터의 저항의 가능성에 대응

하기 위하여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사회적 필요

성에 따른 조정으로 보았다.

또한 이를 권력승계과정과 연결하여 권력투쟁이라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

기 위하여서 지배엘리트는 생존의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무정부성-아나키 구조-에 

노출됨으로써 이를 사전에 안전장치로서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와 최고지도자

(후계장)의 균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력승계과정에서 러쉬의 주장대로 공식

적인 권력승계이후 실질적인 일인지배체제로의 전환과정, 즉 고착화 과정에서 권

력투쟁이라는 아나키적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일인지배체제로 가기 위하여 

당 비서국의 역할 증대뿐만 아니라 지지세력으로서 군부의 의미가 큼을 지적하

다. 이를 위해서 최고지도자는 군부의 탈정치화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즉 군부의 

정치권력의 양보에 대하여 경제적 기득권의 보장으로서 군사비 지출의 증대, 군의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 다. 이는 김정으로의 권력승계과정에서도 중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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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 다. 

또한 등소평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중국에서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의 경로

가 안정적으로 재생산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지적하 다. 이는 북한에서 제도적

으로 최고지도자의 권력집중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1972년 헌법부터 2009년 헌법까지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최고지도자의 인민경제와 

국방부문에서의 역할비중, 그리고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국방부문의 

자율성과 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1972년은 최고지도자 국가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당과 정의 협의체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당중앙위원회

라는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관과 국가 중앙인민위원회라는 최고의사결정기관 위에 

최고지도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고지도자 중심의 일인지배체제의 제도

화로서 볼 수 있다. 이는 이전의 권력투쟁의 결과, 사실관계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국가주석은 인민경제와 국방부문의 역할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주석이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을 겸직함으로써 국방부문에 

대한 직접책임은 상당히 강하며 따라서 국방부문의 분화, 즉 자율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고사령관의 제도화에 따라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의 독립성은 이미 

제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의 지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 국방부분의 상대적 자율성은 1989년 이후 안보위기와 안정적인 권

력승계를 위하여 1992년 헌법에서는 국방부문이 헌법기관에서 독립성을 확보하

고 후계자 김정일이 국방부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전환된다. 이는 

1998년 국방위원회 중심의 권력과 기득권 구조의 재편성으로 더욱 강화된다. 이

는 김일성 시기 최고지도자가 인민경제와 국방부문에 대하여 동시에 직접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김정일 시기 최고지도자가 국방부문에 대한 직접책임을 지는 구조

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는 당과 군의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 구조가 국방중심으

로 재편성됨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배엘리트 사회의 권력과 기득권 구조의 조정은 대중으로부터의 저항

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와 상관이 있으며 김정일 시기 선군경로가 상당기간 안정

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지배엘리트 사회에서 긍정적 환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기 비전으로서 제시한 강성대국론은 대중과 당과 

내각의 엘리트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즉 안보위기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국방부

문의 역할비중은 커지고 그에 따라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은 국방중심으로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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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경제강성대국이라

는 비전과 관련이 있다. 즉, 미래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현재

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시기 강성대국의 마직막 관문인 경제강성대국은 미실현되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역할에서 경제부흥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당과 내각의 역할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과 군으로서 

구성된 세력분포에서 김정일 시기 군부중심에서 김정은 시기 당과 내각 중심으로 

재편성될 사회적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지배엘리트 사회내에서 권력투쟁이라는 미래의 불활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정장치로서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의 제도화, 그리고 균형자로서의 역

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권력집중을 제도화 필요성에 따라서 2009년 

헌법과 2010년 당규약의 수정을 하 음을 지적하 다. 2009년 헌법에서 최고지도

자는 1998년 헌법과 달리 인민경제에 대해서도 역할과 권한 및 책임 강화되고 

최고 도자로서 규정됨으로써 2010년 당총비서의 제도화에 따라서 최고지도자는 

당국가체제라는 제도에서 권력의 집중을 담보함으로써 공식적인 권력승계이후 

일인지배체제로의 전환과정, 즉 고착화 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도수정이 실제 김정은 시기 당군관계에서 실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공식적인 권력승계 과정을 살펴보면 당 정치국의 위상 강화 및 당의 

결정이 국가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당국가체제의 정상화과정으로 나타난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면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정책결정을 사전에 당

이 결정하는 구조를 복원한다. 즉, 당정치국의 복원과 당국가체제의 복원이 김정은 

시기 나타난다. 

이러한 큰 틀에서 김정은 시기 지배담론과 당군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2012년 당규약 서문에서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위대한 령도자로서 명기된다. 2012년 당규약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2012년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부자세습을 제도화

함에 따라 김정은의 권위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권위를 혈통적으로 이은 것으로서 

어떠한 권위위에 존재하며 불변적인 것으로 규정하 다. 

김정은 시기 신년사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부흥에 대한 강조이며 물론 국방부문

이 역할강조도 반복된다는 면에서 다소 혼란스럽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병진노선’과 경제개발구 전략을 법적으로 실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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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연변대에서 개최된 두만강 포럼에서 북한대표단의 논문을 토대로 

하여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인민경제에 대한 의지를 살펴보면 몇 가치 특징을 

가진다. 첫째, 경제개발구는 김일성 시기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도 

지속된 일관된 정책이다. 둘째, 김정은 시기에도 김정일 시기 경제특구 전략을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 전략으로 확대하 다. 그와 관련하여 조세정

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모순된 입장을 읽을 수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경제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남한에 대하여 안보위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논점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 즉 남한과 일본, 넓게는 미국과이 경제적 협력이 필요한 북한이 적대

적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개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경제개발구와 관련된 실제 정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구 관련 해외

전문가 및 북중접경지역 답사결과를 토대로 하면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의 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양과 지방간 항공노선의 확대, 마식령스

키장 건설등을 이해하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어권 통역의 문제등을 고려하면 

그 한계도 명확하다. 

또한 구체적으로 경제개발구 현장을 살펴보면 개념상 존재할 뿐 실제로는 아무

런 물과 전기,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은 제한적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경제개발구 실무자들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실무지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북

한의 경제개발구 전략에 대하여 의심케 한다. 즉, 최고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기대

된 역할이 인민경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커진상황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당과 군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정치적 타협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탄생하 다면 이런 문제는 크다. 

다만 김정은 시기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북한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은 북한이 앞으로 더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안정된 조정된 당군관계

의 안정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마직막으로 김정은 시기 체제 및 당군관계의 안정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지도자의 권력집중과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의 관점에

서 보면 김정은 정권은 어느정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과 군의 세력균

형적 역할조정, 그에 따른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의 재조정이 안정적 관리될 수 

있음을 뜻한다. 둘째, 숙청과 지배엘리트 사회의 불안요인이다. 장성택은 당 정치

국회의나 국가안전보위부 재판결과를 토대로 보면 지나친 권력추구형 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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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타의 지배엘리트의 위협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성택의 처형은 

오히려 지배엘리트 사회내에서 체제 및 조정된 당군관계의 안정적 재생산을 가져

올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인민무력부장의 잦은 교체와 현 철의 처형 

등 숙청은 정치적 권력의 양보와 생존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안정성을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은 군의 상대적 양보의 

의한 결과이므로 군의 상대적 만족도는 중요하다. 군은 대중의 저항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권력을 양보하 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대중에 대한 저항의 

차단을 위한 인민경제부문의 성장은 중요하다. 또한 군의 탈정치화와 관련된 반대

급부로서 군사비 지출, 즉, 군의 현대화를 경제적 기득권의 보장을 정치적 양보에 

따른 결과로서 받은 것이라면 북한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군사비 지출 증대는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체제 및 당군관계의 안정성은 인민경제의 성장과 

군에 대한 군사비 지출 지속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경제개발구 전략 등 새로운 

병진노선의 성패가 체제 및 당군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는 역으로 보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북한 대중의 저항

보다 북한 군부가 먼저 당군관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군부중심의 질서를 요구하

는 김정은 정권의 변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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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김정은이 표방한 ‘김정일애국주의’ 및 ‘애민정치’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이라

는 표현과 함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화와 드라마 

장르에서도 이를 반 하듯 김정은 시기 작품의 제작 실적 자체가 매우 저조한 

가운데 4년 간 제작된 총 19편의 작품 중 1/5 가량인 4편에서 ‘유아, 아동,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따라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 다. 첫째, 북한에서 ‘아동·청소년’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

되고 있으며,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 정책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의 극 화

와 TV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전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김정은 정권 들어 체제 안정화를 위한 기제로서 아동·청소년이 부상되었다고 전제

할 때 그 구체적인 형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작품에서 징후적으로 드러나

는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및 의식과 생활상은 어떠한가.

위 네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아동·청소년의 위상은 보호의 측면보다는 훈육의 대상이며, 나아

가 ‘혁명의 계승자’ 및 ‘후비대’로서 최고지도자 및 조국과 당을 ‘결사옹위’할 수 

있는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대변된다. 더구나 북한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취약계

층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생활고와 권익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시대 들어 최소한 교육 분야에서는 북한이 ‘세계화’와 이를 통한 인재 양성, 

경제 발전을 모색할 채비가 되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책이 

아동·청소년의 실지 위상과 권익의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둘째, 전반적으로 북한 화와 TV드라마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확대되어 

온 편이다. 특히 김정일 집권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

고, 주연을 맡은 아동·청소년은 주로 부정인물로 시작하여 사회모순을 드러내 

주었다. 이때 고아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만큼 고아가 

속출했고, 그들을 돌보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절박했던 사정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웅 및 간부가정의 자녀로 태어나 부유하게 자랐

거나 혹은 충성스런 부모 밑에서 오히려 방치되어 힘겹게 살아온 아동·청소년 형상

을 통해 그들의 일상과 사회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묘사된 모습들에

서는 출신성분 및 계급 차별로 인한 부정부패나 교육 비리, 교육 기회의 불균등, 

진로 선택의 제약, 상대적 빈곤, 가정불화 등을 엿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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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정의 화목과 안락함, 물질적 풍요, 재능의 발휘 

등을 바라는 욕구를 드러내 주었다. 

셋째,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함께 한 아동·청소년 주연의 화와 드라마는 단연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하 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기 체제 정당화의 

기제로서 아동·청소년의 형상은 예술과 과학,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재들의 “꿈”, “환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시되었다. 선대의 

후계세습 경험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라는 사상전과 김일

성리더십의 모방만으로는 김정은의 짧은 연륜과 부족한 카리스마를 대체하기 힘

들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김정은을 아버지로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새 세대의 

존재와 그들의 동심을 활용한 화와 드라마 제작은 선대 지도자의 빈자리를 메우

고 새 시대의 희망적 미래상을 보여준 효과적인 우상화 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체제 선전을 위해 과도하게 설정된 장면과 일부 작품에서 1980년대 이후 

사라졌던 주제가의 자막이 재등장한 점 등은 북한 당국의 체제 선전 이면에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의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인물에 대한 초점이 조국을 ‘보위’하는 아동·청소년 조직에서 조국을 ‘빛낼’

수 있는 수재인 개인으로 이동하 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인재의 성장은 

집단 속에서 인정받고, 집단을 위해 헌신해야 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후계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인재 ‘개인’을 양성하는 과정에 초점

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시기 제작된 작품들에서 더욱 심화되

고 있다. 수재에게만 쏠린 교사의 정성은 곧 지도자의 배려와 은혜로 대치되고, 

아동·청소년은 이전보다 더 수동적인 체제 유지의 기제가 되었다. 

넷째,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 경쟁은 심화되고 개인주의나 개별화된 형상이 두드

러지지만 이전 시기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판하고 반항하는 모습은 

줄어들었다. 더구나 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묘사 또한 자취를 감추었다. 김정일 

시기 작품들에서 단골소재 던 고아를 입양하는 처녀엄마나 입양가정에 대한 이

야기가 사라진 대신 가정불화로 고통 받는 자녀에 대한 묘사가 재등장하 다. 이처

럼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는 ‘생활’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적이거나 일상

의 안락을 추구하는 욕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당국이 정책적으

로 권장하는 예술, 체육, 과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지닌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 속에서 그들 또래에서 느낄 수 있는 질투, 

경쟁심, 꿈을 향한 집착 등이 그려진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점은 일단 아동·청소년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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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된 형상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김정은 시기 아동·청

소년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유일지배체제의 한계 속에서도 아동·청소

년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리라고 추측된다. 반면 사회구조에

서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아 등에 대한 형상은 현재 화와 

드라마 제작의 우선순위에서 려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의도적인 은폐라

기보다 향후 정권의 안정이 지속되고 화와 드라마 제작이 활발해지는 변화가 

생긴다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묘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집권세력이 사회 변화를 수용하려는 의지에 따라 체제 모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거나 그 모순을 드러내는 다양한 계층의 아동·청소년 형상도 

등장할 수 있다. 이는 실지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생활에, 나아가 사회 변화에 

바람직한 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형상에서 드러나는 북한 당국의 아동·청소년관, 아

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의 생활상의 일부를 파악하고자 하 다. 각각의 상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와 예술사회학적 함의에 대한 더 세 한 분석은 이후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의식 및 생활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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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과 내용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2012년부터 김정은 정권 

체제를 수립해 나간다. 30여 년의 후계세습 기간을 거쳤던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연륜의 지도자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대 지도자이자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외모와 리더십을 모방하 고, ‘애민정치’를 내세웠다.1)

김정은의 애민정치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이라는 표현과 함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 6월에는 소년단 창립 66돌 기념행사를 성

대히 치루고, 9월에는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한다는 법령을 발표2)하 다. 

이외에도 애육원 및 육아원 방문에 대한 언론매체에서의 집중적인 홍보도 두드러

진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장르에서도 나타난다. 

김정은 시기 화와 TV드라마에서는 유아, 아동,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부상하

다. 그런데 김정일 시기와 달리 김정은 시기 화와 드라마 제작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3)1990년대 중후반 체제 위기를 겪을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했던 시기에

도 화와 드라마 제작은 비교적 활발했다. 김정은 시기 제작된 작품 수가 적은만

큼 그 작품들은 해당 정권의 안정화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아동, 청소년을 주연으로 한 작품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유의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의 아동, 청소년의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

에 대한 연구는 20~30대 청년층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학령기 청소년층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길은배 등)과 통일

연구원(임순희, 조정아 등)의 연구가 있다.4) 임순희는 주로 북한 소설과 북한이탈

1) 이 외에도 김정일과 비교되는 김정은 리더십은 공개성과 투명성, 전문성 중시, 실용주의, 체
육 중시, ‘공포정치’ 등이 있다. 백학순, 김정은 시대의 북한정치 2012~2014: 사상·정체성·구
조 (성남: 세종연구소, 2015), 134~167쪽.

2)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

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발표 했다.
3) 자세한 수치는 본 보고서의 부록과 본문 2장의 <표>를 참조하기 바람.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북한청소년의 변화 전망과 대책 연구｣(서

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민족통일연구원, 1995);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5); 북
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6);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
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통일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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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대상으로, 조정아 등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하 다. 또한 북한 

아동문학이나 북한판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아동 화’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5) 이들 연구는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보다 장르의 정치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일반적인 극 화에 해당하는 북한의 ‘예술

화’나 TV드라마를 통한 아동, 청소년 연구도 거의 드물다.6) 

선행연구와 다른 본 연구의 차별성은 두 가지이다. 극 화와 TV드라마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식과 생활을 분석하려는 것, 기존 연구에 비해 나이가 어린 유소

년기 청소년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극 화나 TV드라마 속 형상은 소설이나 만화

화와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소설은 문자로 구성되기에 내용은 분명하게 전달되나 

이미지는 수용자의 상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화 화를 비롯한 북한의 아동

화는 시청각 이미지를 전달하지만 상대적으로 허구적인 창작과 환상성을 띤다. 

이와 달리 극 화나 TV드라마는 인물들의 생활세계가 생생하게 묘사된다. 다만 

이들 장르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수용자는 전 주민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과, 그 때문에 국가권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함축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북한 화와 드라마에서 살펴볼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체제 정당화의 기제로서 아동·청소년이 어떻게 형상되는가. 

둘째, 그 속에서 그들의 의식과 생활이 어떻게 묘사되는가이다. 이때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선택된 체제 순응적 정체성과 생활세계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

서 드러나는 좀 더 다양한 정체성과 생활세계가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제작

자가 전자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제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은유적이거나 징후적인 측면도 포함

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이 해당 지역의 역사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구성되어온 개념

5) 마성은, “북한 아동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현대북한연구｣Vol.15 No.2(2012);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우리어문연구｣48집(2014); 김은정, “북한 아동 화의 현황과 

애국주의: 아금랑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30호(2008); 류민우, ｢북한애니메이션 <소년

장수>에 나타난 국가주의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전 선·김 숙, “북한 

아동교육정책과 아동 화 창작 원칙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8집(2011); 전 선, 북한 애

니메이션(아동 화)의 특성과 작품정보 (서울: 선인, 2014). 
6) 청소년을 다룬 작품을 통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정치사회화한 내용을 분석한 연구로는 

전 선, “북한 사회의 정체성과 북한 화: 청소년 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

화｣Vol.28(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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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때 북한에서 ‘아동·청소년’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은 본문의 2장에 해당된다.

둘째, 북한의 극 화와 TV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전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특히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는 조건에서 김정은 시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형상한 작품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

하다. 먼저 김일성 시기로부터 김정은 시기에 제작된 아동·청소년 형상 작품의 

각 시기별 흐름과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이 내용은 본문의 3장에 해당된다. 상대적

으로 짧은 연륜으로 불안정성이 높았던 김정은 후계체제와 집권기의 변화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김정은 정권 들어 체제 안정화를 위한 기제로서 아동·청소년이 부상되었는

데 그 구체적인 형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술, 과학, 체육계 신동을 다룬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 내용은 본문

의 4장에 해당한다.

넷째, 작품에서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및 의식과 생활상

은 어떠한가. 물론 작품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정치사회화

의 내용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그려지거나 일상의 생활묘사를 통해 의도치 않

게 드러나는 인물들의 형상은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이 내용은 본문의 5장에 해

당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형상에서 드러나는 북한 당국의 아동·청소년관, 아

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의 생활상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인권·복지 측면에서

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회상과 실상에 대해 북한 상을 통해 

좀 더 생생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하려는 인물은 6~17세 가량의 학령

기 아동 및 청소년이다.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 형상 분석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는 1차 자료는 2012년부터 2015년 9월 현재까지 제작된 북한의 ‘예술 화’ 및 

‘텔레비죤극’, ‘텔레비죤련속극’ 등이다. ‘예술 화’는 극 화에 해당하고, ‘텔레비

죤극’ 등은 TV드라마에 해당한다. 작품은 시대극이 아닌 제작된 시기에 근접한 

‘현재’를 배경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선정하 다. 

그런데 본 연구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김정은 집권시기가 3년 남짓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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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상작품7) 수가 많지 않다. 둘째,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 형상에서 도출된 분석내용이 변화된 특징인지 

지속되어온 측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전 시기의 형상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광범위한 시기의 작품을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하다는 문제

도 있다. 

결국 본 연구자가 파악하고 있는 김정일 집권기인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김일성 집권기에 제작된 그 이전 시기의 작품들은 제목을 

위주로 검색하여 대략 파악하고자 하 다. 상자료의 세부 정보는 관련 단행본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 다(<부록> 참조).8) 

김정일 시기 제작된 화 및 TV드라마는 총 357편으로 확인되며, 그 중 내용을 

확인한 작품이 270여 편이다.9) 본 연구를 위해 주요하게 참고한 작품은 아동·청소

년이 주연이거나 주연급인 작품들로 총 16편이다. 이는 김정일 시기 제작된 전체 

작품 중 5.92%의 비율이다. 김정은 시기 제작된 작품은 총 19편이고, 이 중 화는 

10편, 드라마(연속극도 1편으로 간주) 9편이다(<표 1> 참조). 이 중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분석 작품은 4편이며, 이는 김정은 시기 제작된 작품 중 21.05%의 비율을 

차지한다. 김정일 시기와 비교하면 네 배로 비중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두 가지를 더 고려하여 참고할 작품들을 선정하 다. 

첫째, 작품들 중에서 아동·청소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 및 학교에서

7) 여기서는 우리의 극 화에 해당되는 북한의 ‘예술 화’와 TV드라마에 해당되는 ‘텔레비죤

극, 텔레비죤련속극’ 등을 함께 분석하 다.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북한 화 및 TV드
라마가 정치선전예술로서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목적으로 하여 단일 TV매체인 ‘조선중앙TV’
를 통해 방 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화와 TV드라마를 특별히 구분

하여 서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년감과 조선문학예술년감이 대표적인 사례

이다. 예술 화를 서술하는 비중이 훨씬 높기는 하나 예술 화와 TV극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만큼 장르 분화가 선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 및 제목에서 간결하게 언급하고자 

할 경우 ‘ 상’작품으로 통칭하기도 하 다.
8) 관련 화 정보 및 제작 연도별 작품 목록은 다음을 참조함. 북한 문헌은 조선중앙년감과 

조선문학예술년감, 조선 화년감이고, 국내 문헌은 최척호, 북한예술 화 (서울: 신원

문화사, 1989); 북한 화사 (서울: 집문당, 2000); 서정남, 북한 화탐사 (서울:생각의 나

무, 2002); 이명자, 북한 화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전 선·이명자 외, 북한

화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1, 2000~2006년 북한 화 및 텔레비젼 드라마 정

리 ( 화진흥위원회, 2007); 연합뉴스,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0~2012년; 연합뉴스, 
연합연감 (서울: 연합뉴스, 2013년); 화진흥위원회, 한국 화연감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3~2013년); 안지 , ｢김정일 시기 북한 화의 젠더 담론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 부록 263~277쪽.
9) 김일성 시기의 작품들은 전수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 작품 비율을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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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고아문제 가정 및 학교생활

1951 소년빨찌산

1972 꽃파는 처녀

1984 소년근위대

1985
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
(2부작)

1986
소년빨찌산,
녀교원

녀교원

1988 교육자의 모습

1989 우리 선생님

1990 키우는 마음, 꼬마세대주

1991 태여나 아홉해

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참조했다(<표 1> 참조). 

둘째, 김일성 집권 및 김일성·김정일 공동집권 시기인 1994년 이전까지 제작된 

작품 중 아동·청소년이 주연이거나 주연급인 작품이다. 유의할 점은 연구 기간 

및 상자료의 한계로 1980년대 이전까지의 작품은 전수 조사를 하지 못하 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일부 작품과 작품 제목을 ‘소년, 학생, 아동, 어린이, 청소년, 

가정’ 등으로 검색하여 관람이 가능한 작품들10)을 대상으로 대략의 흐름을 파악하

다. 따라서 1990년대 전후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기본으로 선정하고자 하 으

나 김일성 시기 작품들은 대다수가 시대물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득이

하게 북한 정권의 시기별 작품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참고하 다. 

<표 1> 아동·청소년이 형상된 주요 작품의 배경 및 소재11)

10) 북한자료센터 소장 작품이거나 최근 몇 년 간 조선중앙TV에서 방 된 작품이다.
11) 아동·청소년이 형상된 주요 작품’에 기재된 작품을 시대적 배경 또는 작품 소재별로 분류하

다. 제목을 진하게 표시한 작품은 아동·청소년이 주연인 작품이다. 제목을 괄호로 표시한 

작품은 ‘고아’에 대한 에피소드로 나오지만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선정한 경우

이다.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주9)에서 밝힌 문헌 및 상 분석을 통해 선정함. 이하 상

작품에 대한 표는 모두 동일한 경로로 작성하 으므로 이하 작품목록 표에서 관련 내용 생략

함. 1994년 이전 시기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참고문헌과 시기별 작품목록

에서 작품 제목을 대상으로 ‘소년’, ‘교육’, ‘가정’ 등의 검색어로 찾아서 분석하 다. 대개 아

동·청소년이 주인공인 작품이다.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서는 아동·청소년 형상이 작품의 서사 

전개나 주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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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고아문제 가정 및 학교생활

1994 고마운 처녀

1995 청춘이여

1996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위훈의 길, 해운동의 
두 가정, 고요한 전방, 녀성중대장

1997 대홍단책임비서 학생민견대 앞으로

1998
멀리 있는 섬, 가족롱구선수단, 둘
째딸, 붉은 감, 줄기는 뿌리에서 자
란다

1999 (사랑의 대지)

2000 푸른 주단우에서, 자강도사람들

2001
복무의 길, 
축복합니다

가정,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우리 
정치위원, 푸른 견장

2002 불빛
2학년생들, 사랑의 집, 엄마를 깨
우지 말아, 이어가는 참된 삶

2003
높이 나는 새, 은방울꽃, 열두살, 
녀병사의 수기

2004
오늘의 10명 
당원, 존엄

그는 대좌 다

2005 (젊은 려단장)

2006
한 녀학생의 일기, 수업은 계속된
다, 할아버지와 손자들, 행복은 어
디에

2007 나의 집, 새벽소동

2008
저 하늘의 연, (우
리를 지켜보라)

병사의 모습, 4층10호 세대주

2009 (백두의 봇나무)

2010
그는 탄부 다, 
내가 사는 가정

산촌에 피는 노을, 그는 탄부 다, 
내가 사는 가정

2011 눈속에 핀 꽃 소원

2012
(자기를 바치라), 
평양에서의 약속

꿈을 속삭이는 소리, 들꽃소녀, 자
기를 바치라

2013
기다리는 아버지, 소년탐구자들, 
우리 이웃들, 최전연의 작은 집

2014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2015 벼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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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분석작: 아동·청소년 형상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12)

제   목

1958 꼬마선장 달려라 소년호

1959 붉은 넥타이 -

1960 붉은 꽃봉오리 -

1963 꼬마기상대 새세대

1964 이는 노래한다 소년중대원

1966 두소년 -

1967 한 아동단원의 이야기 -

1968 금돌소년 -

1970 만경대 오누이 -

1971 학부형 빨간 댕기를 찾는 소녀

제2장 북한의 ‘아동·청소년’ 개념 및 위상

제1절 만들어진 ‘아동’, ‘청소년’
오늘날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형성된 

개념이다. ‘아동’의 개념은 17세기 유럽사회에서부터 발견된다.13) 근대는 시간과 

공간의 분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휴식공간인 가정과 노동공간인 직장의 분리는 

가정을 여성공간으로 구획했다. 이와 더불어 가정 안에서도 개인성이 중요시되면

서 어른과 어린이의 공간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뒤섞여 배우고, 

선생이 필요에 따라 장소를 바꿀 수 있었던 학교가 일정한 공간으로 나뉘어 전문적

12) 제목은 확인되나 북한자료센터에서도 소장하지 않고 있는 등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했으나 제목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형상하 을 것으로 짐작되는 작품을 꼽아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청소년 형상의 시기별 흐름을 파악하

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1958년부터 1971년까지 꾸준히 한두 편씩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13) Philippe Aries의 책 ‘아동의 세기(Centuries of Childhood)’에서는 그 역사적 근거로서 고대문

헌, 그림 등에 나타나고 있는 어른과 동일한 의상을 입거나 같은 놀이를 하는 모습, 단지 

작은 어른 정도로 묘사되고 있는 아동의 존재에 대한 사실들을 나열하며 중세이전 사회에 

있어서 ‘아동’의 개념과 인식의 부재현상을 밝히고 있다. Freeman, M.D.A, The Rights and 
Wrongs of Children, London; Frauces Pinter, 1983, p.8-13; 최윤진,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연구 Vol.7 No.2(2000), 28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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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배움의 공간으로 탄생한 것도 근대 이후의 일이다. 이 과정에서 어른에게 보호 

받아야 하고 훈육 받아야 하는 ‘어린이’의 개념이 생겨났다.14) 

‘청소년’의 개념 역시 근대사회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적 의미의 사춘

기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adolescence’의 개념은 19세기 이후나 등장한 

개념이다.15) ‘질풍노도의 시기’, ‘불안정한 과도기’ 혹은 사회적 책임수행을 유예시

킨 ‘지불유예기’ 등으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청소년’의 개념과 성격은 근대화의 

산물이며, 그 이전의 과거에는 시기적 의미가 달랐다. 당시의 청소년기는 오늘날에 

비해 성인기와의 뚜렷한 구별이 적었으며, 비교적 일찍 출가하여 경제적 책임능력 

등 자립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성숙한 존재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에 비해 

오늘날 청소년의 이미지는 무력하고 미숙하며, 불안정한 존재 등으로 비춰지는 

등 현대에 들어와 나약하고 의존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고착되어왔다.16)

성인과 구별되는 이들을 형상한 문학이나 화 등의 예술작품은 정작 성인들에 

의해 창작된다. 따라서 작품 속 ‘아동·청소년’들의 형상은 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기보다 창작권을 틀어쥔 권력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동화는 문명

화 담론을 둘러싼 계급투쟁을 담고 있다.17) 동화는 아이들을 사회화하고, 그들을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시민으로 만듦으로써 문명화 과정을 따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명화 과정에 내포된 정치와 윤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명

화 과정을 전복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아동문학과 아동문화를 ‘인간관계

로서의 역사’라는 보다 거시적인 틀 속에서 분석할 때 아동의 역사가 아동 착취의 

역사, 수난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18)

14) 이명자,  화로 만나는 남북의 문화 (서울: 민속원, 2009). 
15) 최윤진, 위의 글, 282쪽.
16) 최윤진, 위의 글, 287쪽 참조.
17) 동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로 꼽히는 자이프스는 최초로 동화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

으로 삼아 진보적이고 학제적인 학문의 방향을 정착시키고 학문적 성과를 현실에 개입할 

계기로 만든 이로 평가된다. 자이프스는 1980년대 이전에는 연구된 적이 거의 없는 동화라

는 장르를 연구하며, 동화가 문명화 과정의 일부로서 아동 문학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곧 

동화 문학의 전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오늘날 문명화 과정을 말할 때는 지구

화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구화의 의미가 특정 문화

들이 파괴되고 동질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로써 지배 문화의 가치가 조장되는 과정이라

고 볼 때 모든 아이들이 자신들의 전통적 민담과 설화를 잃고 디즈니나 서구 회사들이 만

들어낸 것이 동화라는 인식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명한다. 잭 자이프스 지

음, 김정아 옮김, 동화의 정체: 문명화의 도구인가 전복의 상상인가 (파주: 문학동네, 
2008) 참조.

18) 조셉 조네이도, 구은혜 역, 만들어진 아동: 문화, 이데올로기, 아동 이야기 (서울: 마고북

스, 2011) 참조. 저자는 독자에게 친숙한 아동기 이야기와 아동문학에 묘사된 성인과 아동

의 관계를 분석해 이들의 관계가 서구/동양, 문명인/야만인, 노예 소유주/노예, 남성/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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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의 화나 드라마는 국가의 정치선전예술로서 생산되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형상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전

선동의 효과를 위해 인민성과 대중성에도 역점을 두는 만큼 해당 시기 국가권력과 

인민대중과의 역학에 따라 그 형상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북한 매체를 

통해 ‘사회주의낙원’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다고 선전되는 아동·청소년들

이지만 정작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기본적인 돌봄마저 절실한 형편이다.

또한 아동인가, 청소년 혹은 성인인가에 관한 시기적 구분도 사회가 대상 개인이

나 집단을 어떻게 인정하고 대우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기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즉 한 사회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의존상태에서 자립상태로 전이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허락하는가, 또 각 시기에 따른 권리행사가 가능토록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같은 연령이, 혹은 같은 성숙 정도의 

두 집단이 각기 성인기에 속하기도 하고 여전히 청소년기에 머무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19)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위치는 애매하며 논쟁적이다.20) 과거 전산업사회

(preindustrial society)에서는 아직 신체 생리적으로 미숙한 아동에게 출가나 경제적 

자립이 요구되어서 아동이 의존적시기로서의 보호와 배려를 받지 못한데 비해, 

현대의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에서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동과 같은 사회적 대우를 받음으로써 반의존

(반자립)적 시기로서의 자율성을 확보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의존기와 반의존기의 각기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 시기로 새롭게 정립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능력 및 성숙 정도의 차별성이 인정되어야21)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제2절 북한의 ‘아동·청소년’ 개념과 법적 지위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부터 중학교 학생까지의 ‘아동·청소년’ 시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법 규정과 심리학적 정의, 언론매체의 표현 등을 통해 볼 때 대체로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증명해보임으로써, ‘순진무구한 아동상’이 당대의 이데올로기

에 의해 ‘만들어진 아동상’이었음을 설파한다. 
19) 최윤진, 앞의 글, 281쪽.
20) 한국에서는 점차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문학계에서는 최근 아동과 구분되는 

특성에 주목하면서 청소년문학이 대두되고 있다. 
21) 최윤진, 앞의 글,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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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6세 이하 유아나 소학교 저학년까지를 ‘아동’ 또는 ‘어린이’로,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각각 ‘소년’,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북한의 언론매체에서는 ‘아동’, ‘소년’, ‘어린이’를 혼용하

고 있으며, ‘청소년’은 주로 학생으로 지칭한다. ‘아동’이나 ‘소년’은 각각 ‘아동

화’, ‘아동문학’이나 ‘조선소년단’,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 소’ 등 주로 고유명

사로 쓰이고,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린이’로 호칭하고 있다.22) 소년과 청년을 아울

러 이르는 ‘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쓰이고 있다. 어린이나 아동이 취학 전 유아를 

포함하여 쓰이고 있으며, 소년과 청소년은 흔히 ‘소년학생’, ‘청소년학생’이란 용어

로 쓰여 학생으로서의 위상이 강조된다.

북한의 관련 법규에서는 아동이라는 용어보다 ‘어린이’, ‘소년’이라는 표현으로 

쓰이며, 이들 용어들이 혼용된다.23)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은 공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소년’

에 대한 권리 규정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심리학24)에서는 ‘년령별

에 따르는 집단에는 아동, 소년, 청년, 장년, 로년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청소년’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아동은 두 시기로 구분하여 유년

기아동을 아동전기의 ‘유아’라고 하고, 인민학교어린이를 아동후기의 ‘아동’이라

고 한다. 소년 시기는 ‘12~16살까지의 년령기’로 정의한다.

한편 1990년 이전에 제정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은 종래 

일본 관련 법제와의 단절을 취하고 있는 것,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 사회의 

22) 북한에서 발간되는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정기간행물 <교원선전수첩>, <인민교

육>, <조선녀성> 등의 기사제목을 검색하여 추론하 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제공하

는 기사 검색 서비스 활용. 이 글에서는 학술용어로서 ‘소년’, ‘어린이’를 아울러 ‘아동’으
로 지칭하기로 한다.

23) 북한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남녀평등의 원칙’ 및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

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1972년 헌법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1990년 이전 

북한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으로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1949년 탁아

소에 관한 규정과 산원에 관한 규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78년 노동법, 1980년 인민

보건법 등을 각각 제정하 다. 김 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국방연구｣Vol.57 No.4(2014).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다

시 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되었다. 김성욱, 
200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Ⅱ)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9). 
2009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존중 및 보호’를 명시하

다. 그리고 이후 노동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을 제정하 다.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통일연구원, 2012).
24) 리재순, 심리학개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4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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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령들은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여성의 노동계급화, 아동에 대한 혁명화 등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한 “실질적 법 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5) 1976년 

제정되어 1999년 수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경우 보육과 양육의 사회화를 명

시한 정책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주의적 인간 및 후비대, 경제

적으로는 여성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 및 수정된 시기나 내용을 

보면 국가와 사회의 복지를 체계화하려는 표면적인 의도 이면에 권력집단의 이해

관계가 잘 담겨 있다. 각각 유일지배체제 및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보육이념을 재설정하거나 체제 위기를 맞아 체제 안정 및 유지를 위한 

튼튼한 주체사회주의 후비대 양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26)  

관련 연구27)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으

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인권 상황이 보다 

열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 이후 소수의 특권층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고가 보다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소수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리 실태는 상대적으로 보다 더 열악한 편이며, 그 실태는 특히 

식량권, 건강권, 신체적·정신적 보호권 등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동권의 악화

에 있어서는 ‘만성적 기아와 양실조, 약물(마약) 남용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가정환경 박탈 및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꽃제비 증가,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투옥 등의 사법권 유린, 건설현장 노력동원 및 농촌 지원 등의 ‘의무노동’, 

무상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교육권 유린 등’을 들고 있다.

2010년 12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법’과 함께 

‘아동권리보장법’을 채택 및 발표하 다. 북한 당국은 아동권리보장법의 채택에 

대해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우리 

국가의 일관한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28)되

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 아동의 권리 신장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

을 반 하여 관련 법령을 집대성하고 있고, 선행 법령과 비교하여 아동의 권리 

25) 김 규, 앞의 글.
26) 이용자, ｢북한의 보육제도와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6), 165~167쪽.
27) 이하 내용은 임순희·김수암·이규창,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통일연구

원, 2011);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통일연구원, 2012)을 참

조하여 요약 발췌함.
28) <민주조선> 2011.1.26일자. 임순희 외, 앞의 글(2011) 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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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언적 규정이 적지 

않으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 여건상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제3절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김정일 시기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데 비해 김정은 정권

에서는 청년보다는 어린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 층을 내세우는 것으로부터 시

작하여 지금까지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아마도 충효를 강조하는 권위적인 문화

에서 수령이라 하더라도 30대 초반이라는 연령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유일지도

체제의 계승과 유지를 강조하기 위해 젊은 지도자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대로 소년들을 먼저 공략한 것이다. 아울러 차세대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교육부문에서 김

정일 시기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평등원리’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가 발생한 상황을 만회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해 국가발전

전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선 김정은 시기 대두된 통치이념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이며, 실천이데올로기

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표방하 다.29)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표현되고 있다.30) 김정은이 말하는 김정일애국주의는 애국의 정신과 

실천을 말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이다.31) 이 중 후대관에 

대하여 김정은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훗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 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하여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으며 늘 간곡한 당부 습니다”라고 말하고 

29)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

제정치｣ 30권 1호(2014).
30) 진희관, “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8권 2호(2014), 13쪽. 

김정은은 연설에서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서 그들에게 인

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심어주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김일

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라고 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이 사상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1)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22집 3호(2014), 201~ 

202쪽. 조국관은 수령은 국가이고 애국심이란 수령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조국관은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김정일애국주의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인민관은 

인간중심의 철학관으로 인민의 이익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풀어 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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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오늘은 어렵더라도 인민의 염원이 활짝 꽃 필 내일을 위해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다는 것이 후대관이라는 설명이다.32) 

이처럼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대두되고 있는 ‘애민정치’는 ‘후대사랑’, ‘미래사

랑’이라는 통치구호로 제시되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첫 번째 대규모 행사는 조선

소년단33) 창립 66돌 경축 행사로 2012년 6월 3일부터 8일까지 성대히 치러졌다.34)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소년단 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4년 6월 김일성 주석이 평양

에서 열린 소년단 제5차 대회에 참석한 이후 18년 만이다. 이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은 “동무들은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5년 현재까지 북한의 언론매체는 지속

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배려를 강조해오고 있다. 

매년 6월 6일 아동절을 즈음한 소년단 행사를 비롯하여 송도원국제소년단야 소, 

애육원, 육아원에 대한 잦은 방문 등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다.35) 

더구나 김정은 체제에서 교육 관련 정책들은 특히 변화가 두드러진다.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

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발표 하 다.36) 12년 의무교육체제는 1975년에 확립된 전

32) 안문석, 김정은의 고민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2), 74쪽; 김창희, 위의 책, 202쪽에서 

재인용.
33) 조선소년단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갈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육성’하기 위해 1946.6.6 북조선민주청년동맹(現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산하에 조직된 소

년단체로 만 7세~14세에 해당하는 소년들이 입단함. 최 실, ｢북한의 조선소년단 조직생활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참조.
34) 북한 매체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소년단 창립 66돌을 우리 당과 조국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성대한 축전으로 경축할 것을 발기하고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었다”며 “김정은 동

지의 사랑에 의해 2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소년단 대표들이 평양에 초청되는 특기할 대

사변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우리민족끼리> 2012.6.3일자; 숙소인 4·25여관에서는 소년단 

대표들에게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대표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진행됐다. 대표증에

는 김 1위원장의 사진이 새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절세위인께서 지니신 숭고한 미래사랑의 

최고정화,” <조선중앙통신> 2012.6.13.
35) 2015년 들어서도 1월 2일자 노동신문 1, 2면은 1월 1일 김정은이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17장의 사진으로 채워졌다. 이어 6월 1일에는 새로 건축된 원산시 

고아원 준공식 참석 소식을 전했다. 6월 6일 아동절을 맞아 노동신문 3면, ‘소년단원들은 

앞날의 강성조선의 주인공들이다’라는 제목의 사설로부터 시작해 4면에서 ‘우리 원수님과 

아이들’, 5면에서 소년단원들의 활동상에 대한 기사들로 이어졌다.
36) 북한의 언론매체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정의 의의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

도따라 김정일애국주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문명국,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기 위

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

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은 학교 정치사상교육의 핵심이며,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 교육을 

골자로 구성될 것이다. 특히 김정은 충실성 교육은 김정일 사망 전후로 북한의 일부 학교

에서는 김정은과 관련한 ‘위대성 교양’을 시범 실시해 2012년 9월 학제개편 이후 실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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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11년 의무교육에서 1년을 연장한 교육 개편으로 4년제 소학교 교육 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중학교로 통일되어 있던 6년제 교육체제를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교육 부문도 큰 타격을 받았다.37) 

물론 북한은 이 시기에도 교육 부문, 특히 보통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했으나 계층, 지역, 분야에 따른 차별 지원으로 교육 불평등 양상이 

만연해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고질적인 ‘세외부담’(사교육)20) 현상과 학생

들의 과도한 노력동원으로 인한 학습 공백, 그리고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부문의 질적 간격의 차이, 수재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와 보통교육간의 투자 

차이로 그 간격이 현격하게 벌어져 왔다. 이번 학제개편과 함께 정부의 교육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이다.38)

지난 1975년부터 실시된 11년제 의무교육과 비교해 보면, 이번 12년제 의무교육

개편은 중등교육에서 정치사상교육은 여전히 강조하면서 첨단의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 과학

기술에 부응하기 위하여 폭넓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년제 

의무교육 시기는 초중등학교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중시하 으며, 중등일반교육으

로서 기초교육(수학과 과학)을 중시하 다. 직업기술교육은 중등교육 이후의 전문

기술교육, 대학교육에서 전담하도록 하 다. 그런데 이번 12년제 학제개편은 과학

기술의 첨단화, 정보화, 현대화를 내세우면서 중등교육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정권에서도 북한교육의 주요 기능은 여전히 ‘혁명인재 

양성’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혁명성’과 ‘전문인재’ 양성의 두 가지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혁명성’은 정치사상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계승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혁명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인재’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식경제에 적합한 전문과학기술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전문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의 치적으로서 학제개편을 선전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에 편입시킬 것을 예고해 왔다. 한만길·이관형, “북한의 12년 학제 개

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8권 2호(2014) 242쪽. 
37) 이하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의 교육정책 비교에 대해서는 한만길·이관형, 앞의 글, 250

쪽 참조. 
38) 한만길·이관형, 앞의 글,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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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교육체제를 개편한 더 큰 목적은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39) 첫째, 

중등일반교육의 개편과 질적 수준의 향상 및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보완을 

통하여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여 첨단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제의 혁신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천명하 다. 이것은 국가 산업구조가 외연적 성

장이나 동원형 성장이 아닌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산업구조로 전환

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북한 사회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 

전체 변화의 출발점은 교육체제의 개편이 되는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12년 무료의무교육을 통해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사회적으로 만연한 균열과 침체, 이완 현상을 다시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 선진적인 문명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새로운 교육체

제로의 개편을, 국가 존립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의 첫 단계로 인식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혁명인재로 적극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개편된 새 교육체제는 일정기간 동안 노동 인력의 배치나 군사력의 보충에 차질

을 빚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혼란과 시행착오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 안에서 교육체제의 개

편은 북한의 미래를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착오들을 줄여가고 조절하면서 실행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14년 9월 5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는 “새 세기 교육혁

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김정은의 담화

문이 발표되었다.40) 10년 만에 열린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발표된 이 담화문에서

는 북한의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김정은시대 교육개혁의 방향과 당면과

제가 제시되었다. 이 담화문에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를 “모든 청소년학생

들을 강성국가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을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 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관건은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주체적인 

39) 이하 류승순, ｢북한 교육체제 변동 연구: ‘12년제 의무교육’ 채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77~79쪽 참조.
40) 이하 조정아, “전국교육일꾼대회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개혁 전략,” <온라인 시리즈> 

CO14-13(통일연구원, 2014) 참조.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교육체계의 

완비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 개선, 둘째,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셋째, 교육 조건과 

환경의 근본적 혁신을 제시하고, 관련 과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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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안목에서” 세계적인 교육발전 경험을 수용하여 교육을 ‘우리 식’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함을 역설하 다. 북한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엄격히 통제되는 과도

한 정치사상교육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창조적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교육목

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지만 최소한 교육 분야에

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세계화’와 이를 통한 인재 양성, 경제 발전을 모색할 

채비가 되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제3장 아동·청소년을 형상한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 고찰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 형상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여기서는 먼저 2011년 이전

까지 제작된 작품들의 경향을 주로 다룬다. 아울러 2015년 현재까지의 흐름과 특징

을 개괄하여 도출한다.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체제 유지의 

기제로서 ‘만들어진 상징’으로서의 ‘아동·청소년’ 형상과 ‘선택된 정체성’으로서 

집단주의적 형상이다. 둘째, 혁명적 낭만성이라는 외피를 뚫고 표출되는 고단하거

나 도발적인 현실을 재현한 형상이다. ‘사회주의 이상향’, ‘낙원’, ‘강성대국’이라는 

밝기만 한 현재와 미래를 표현해야 하는, 통제와 검열로 박제되어 있을 것만 같은 

북한의 상예술. 그 속에서도 다양한 일상이 드러나는데 방치된 오누이와 고아의 

험난한 일상으로 집약되기도 하고, 출신성분에 의한 신분제라는 제한된 조건 속에

서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고 개인의 욕구를 과감히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형상들

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이는 각각 김정은 시기 특징을 위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다룬 본문 4장 및 5장 내용의 전제가 된다. 

북한의 화와 TV드라마에서 아동·청소년을 형상한 작품을 찾는 것은 쉽지 않

다. 앞서 밝혔듯 전체 작품 중에서 이들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김정일 시기 약 

5.92%, 김정은 시기 21.05% 정도이다. 작품 비중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

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을 교양하기 위한 ‘아동 화’, ‘아동문학’, ‘청년문학’ 

등의 장르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이 사회에서 갖는 위치는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성인에 의해 비춰지는 대상에 불과하며,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셋째, 성인에 비해 실감나는 연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형상하는 예술장르가 애니메이션이나 문학에 치우쳐 있는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주연이거나 중요하게 형상된 작품이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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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그런 작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뜻일 것이다. 다른 장르에 맡기기에는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위협적으로 받아들 다던가,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교훈을 

전해야만 했다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교훈의 대상으로 택하기 쉬운 그들을 통해

서 전 주민의 가치관 및 정체성 개조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표 1>에 의하면 화나 드라마에서 아동·청소년 형상이 부각된 시기가 정권에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시기별로 작품의 배경이나 다루어진 

주제 및 소재가 선명하게 구분된다. 북한 정권 초기인 김일성 집권기에 아동·청소

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작품은 대개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이후 김정일이 공식후계자로 등장하고 김일성과 함께 공동집권기라 볼 수 

있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교육, 교사, 학생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매년 한두 

편씩 지속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제작된 시기는 1980

년대 중후반,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중반, 2010년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 

및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집권시기이다. 각각의 시기는 정세 변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 

네 시기를 각각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초중반 김일성유일체제 

및 김정일후계체제 아래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 지만 1980년대 후반에 접

어들면서 사회주의권의 위기 및 붕괴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하던 

때이다. 둘째, 1990년대 중후반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 하 위기를 극복해 

나가던 때이다. 셋째, 2000년대 초중반은 실리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체제 개선을 

시도하던 때이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는 김정일 사망 전후 김정은이 새로운 

후계자 및 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던 때이다. 

이처럼 당국이 대내외 정세 변화와 그에 따른 정권 및 체제 운용의 변화가 이루어

지던 시기마다 아동·청소년은 주요 인물로 부상하 다. 이는 이들이 ‘새 세대’로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세대이며, 때에 따라 체제 변화 또는 수호라는 

당국의 의도를 투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화 속에서 이들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이끌어갈 후비대로서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도 혁명가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형상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형상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소재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기별 흐름과 특징이 나타난다(<표 1> 참조).  

첫째, 1980년대 초까지는 아동·청소년을 ‘주연’으로 한 시대극이 눈에 띈다. 반면 

김정일 이후 시기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주연인 시대극을 찾기 힘들다. 이전 시기에

서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 제작된 반면 현대물에서 아동·청소



203

년 주연 작품을 찾기 힘든 것과 대조적이다.41) 흥미로운 것은 1985년에 쥘 베른의 

<15소년 표류기>를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각색한 듯한 <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

기>42)가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 직전과 직후 작품들은 한국전쟁을 다룬 작품들이 

연이어 제작되었다. 한국전쟁 시기 인천상륙작전에서 소년병들의 활약을 다룬 <소

년근위대>와 <소년빨찌산>(1951년작을 리메이크)이 그렇다. <녀교원>의 경우도 고

아를 키우며 평생 교직에서 헌신해온 비혼여성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하여 전쟁 시기 

회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양 문학작품을 각색한 작품을 제작한 반면 소년병

을 다룬 작품을 연이어 제작한 것은 이중적인 현상이다. 이를 1980년대 중반 개혁개

방 기조를 띤 정세와 관련지어 보면 주민들의 사상을 단속하면서도 흥미로운 소재를 

도입하면서 조심스레 변화를 시도해본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겠다. 

둘째, 고아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뤄졌다. 처녀엄마의 고아 입양이 화의 주제이

거나 주된 소재인 작품이 <녀교원>, <고마운 처녀>, <저 하늘의 연>, <눈속에 핀 

꽃>이다. 처녀엄마나 고아는 시기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작품에 쓰이는 단골소재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이 주인공으로 설정되고 작품의 주제가 될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고아문제가 사회적으로 절박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난과 식량난으

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부모 없이 유랑하는 고아가 많아졌고, 여전히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는 사회현실이 드러난다. 다만 작품에서는 ‘쉽지 않은’ 행위를 하는 

처녀엄마나 입양가정을 통해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미풍’이며, 그런 미풍이 나타

날 수밖에 없는 우월한 체제가 북한이라고 역설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북한 화와 TV드라마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일 집권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 다. 북한 화에서는 내용을 풀어가는 화자로서 설화(내레이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화의 주체나 시점의 변화 또는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묘사하는 

방식 등을 통해 당국에서 주민의 욕구를 인식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녀병사의 수기>, <한 녀학생의 일기> 등은 주인공인 소녀의 

41) 물론 1994년 이전에 제작된 작품을 모두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
한 성인을 주연으로 한 시대극은 많이 제작되었고, 그런 작품에 아동·청소년 시기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 다룰 수 없기에 제외하 다.
42) 이 작품에서는 아이들의 모험 과정에서 특히 미신을 맹종하거나 자신들의 힘을 믿지 못하

고 분열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북한 매체에서는 “ 화는 바다와 무인도에서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생활을 꾸려나가며 마침내 제힘으로 배를 무어 고향으로 돌아가

는 열다섯소년의 슬기로운 모습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힘을 믿고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극

복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2015년 9월 22일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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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로 설화가 들려진다. 자기 고백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전지적 시점의 설화

가 일방적으로 교훈을 전하는 것과 대비된다. 김정은 시기 들어서는 소량 제작되는 

작품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형상의 비중이 매우 증가하 다. 이러한 점들이 

당국의 아동·청소년관의 근원적 변화를 의미하는지, 아동·청소년들의 실제 사회적 

위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등에 대한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1절 체제 유지를 위한 기제로서의 형상

1. 만들어진 상징: ‘혁명의 옹호자, 건설자, 보위자’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화에서는 당국이 이들 새 세대에게 거는 기대가 잘 투 되어 있다. 북한의 

청소년 및 청년에게는 ‘사회주의 후비대’로서 ‘혁명의 옹호자, 건설자, 보위자’의 

역할이 부여된다.43) 만14~30세에 이르는 청소년 및 청년 시기는 김일성사회주의청

년동맹(이하 청년동맹)44)을 거쳐 조선노동당 또는 조선직업총동맹 등과 같은 근로

단체에서 조직생활을 하며 그 역할에 부응하게 된다.45) 만7~13세의 아동들이 가입

하여 활동하게 되는 조선소년단 또한 청년동맹의 지도로 튼튼한 ‘사회주의 후비대’

가 되기 위한 조직생활을 익혀나가게 된다.

상을 살펴보면 체제를 수호하는 ‘사회주의 후비대’로서의 형상은 변화를 보이

는데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야말로 ‘혁명의 옹호자, 건설자, 보위자’로서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서 

활약하는 꼬마 ‘투사, 전사’의 형상이다. 이러한 형상은 주로 김일성 집권기에 제작

되었고, 이때는 아동·청소년 주연물이 항일투쟁시기와 한국전쟁기를 배경으로 한 

43) 김정일은 청년들에게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충신, 효자가 되여야’ 하며 ‘사회주의

의 견결한 옹호자, 힘 있는 건설자, 믿음직한 보위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 다. 그 외 ‘조
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투사’,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갖춘 참된 인간’, ‘현
대과학자 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을 우리 당의 청년전

위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청년동맹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

을 더욱 높여야’한다고 강조하 다.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

내여 나가자.” 김정일선집 제14권(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44) 해방 직후 생겨난 여러 청년조직을 하나로 묶어 1946년 1월 17일에 창립한 ‘민주청년동맹’

은 이후 1964년에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다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변화되어왔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수,「북한 ‘청년동맹’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동국대

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2006).
45)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에 대해 ‘사상단련의 용광로’, ‘혁명교양의 학교’로 정의한다. 북한의 

당원과 근로단체 구성원들은 정치조직 생활을 통해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치적 ‘양식(糧
食)’으로 섭취하고 조직과 동료들의 ‘방조(傍助)’하에 자신을 단련해 나간다. 김종수, “북한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연구,”「통일정책연구｣22권 2호(2013),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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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물뿐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후 김정일 집권기 들어서 1997년 제작된 <학생민

견대 앞으로>는 현재를 배경으로 하 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의미로서 체제 수
호자의 형상은 이 작품이 마지막이다.

둘째, 당국이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분야의 재능을 가진 인재로서 미래의 희망을 

투 하는 형상이다. 이는 김정일 집권기 들어서 제시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다양하게, 더 적극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위 두 가지 형상 중 첫째 형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형상은 2항인 ‘선택된 정체성으로서 집단주의적 인재에서 개인화된 재로의 

변화’를 다룰 때 집중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첫 번째 형상인 ‘혁명의 옹호자, 건설자, 보위자’의 모습은 정권 초기부터 김정일 

집권 직후까지 이어졌다. 특히 김일성 시기 작품에서는 전쟁 시기 제작된 <소년빨

치산>을 시작으로, 이를 원형으로 하여 유사한 작품들이 생산되었다. 이후 시대물

로 일제강점기 나라가 없는 설움이나 전쟁이라는 극단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체제

를 수호하는 보위자로서의 형상을 부각시켰다. 

여기에는 정세에 따른 차이도 나타난다. 1950년 10월 북한의 인민군이 후퇴하고 

미군이 마을을 점령한 지역에서 소년빨찌산이 활약하는 내용을 그린 1951년 작 

<소년빨찌산>은 1986년에 김일성유일체제가 확립된 당시 정세를 반 하여 리메이

크된다. <화면 1.1~6>과 <화면 2.1~6>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화의 

30여 분에 1951년 시점에서 1945년 해방 당시를 회상하는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처리하는 데서 소련과의 연계성이 드러난 부분을 1986년 작품에서는 공화국기와 

‘김일성’장군을 유일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화면 1.1~6> <소년빨찌산>(1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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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2.1~6> <소년빨찌산>(1986).47) 

<화면 3.1~6> <소년근위대>(1984)48)

46) <화면 1> 안의 6가지 장면에 대한 세부 번호는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각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를 매기도록 한다(이하 동일). 중국어로 더빙되어 있고 중국어 자막이 있

는 이 작품에서는 해방 직후 소련군이 진주하여 학생들이 5.1절 축하공연을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1.3). 마지막 장면은 학생들이 업적을 치하 받는 자리인데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의 초상이 나란히 걸려 있고, 학생들 뒤로는 ‘레닌’의 초상이 보인

다(1.5~6).
47) 1986년 리메이크된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미군에게 점령당한 마을을 구원하자고 결의를 

다지는 용석이와 남걸이의 모습과 구름 속에서 빛나는 햇살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다

(2.2~3). 구름 속 햇살은 수령을 은유적으로 형상하는 북한 화의 대표적인 미장센이다. 
5.1절 축하공연 장면은 휘날리는 공화국기와 함께 건국의 기쁨을 춤과 노래로 즐기는 군중

과 학생들로 대체되었다(2.4). 마지막 장면도 사무실 내 액자와 학생들이 아니라 공화국기

가 펄럭이는 건물 밖에서 학생들이 평양으로 초청받아 군용트럭을 타고 노을 햇살아래 떠

나는 장면으로 대체되었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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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4.1~6> <학생민견대 앞으로>(1997)49)

<소년빨찌산>, <소년근위대>와 같은 작품은 김정일 집권기에 <학생민견대 앞으

로>로 이어졌다(<화면 3>, <화면 4> 참조). 아동·청소년의 항일투쟁을 담은 <꽃파

는 처녀>, <태여나 아홉해>와 같은 작품도 있다(<화면 5>, <화면 6> 참조). <꽃파는 

처녀>는 김정일이 문예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표적인 업적으로 거론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예 부문의 업적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는데 향

을 미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50) <태여나 아홉해>가 제작된 

48) 이 작품은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매년 6월 6일 TV로 방 되고 있다(6월 6일은 1946년 

<조선소년단>이 창단된 날이다). 이 화는 시작 내레이션으로 “이 화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준엄한 시기 미제 침략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소년들의 투쟁사를 기초하여 만

든 것이다”라며 그 성격을 이야기해준다. 미군에 의하여 아버지를 잃고 분노하는 어린 봉

국이는 어떻게든 이를 복수하려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 복수심만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으

며, 소년단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군당위원회와의 결속 하에 조직적으로 싸울 때만이 승

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문에 삽입한 장면은 건국 당시의 회상장면으로 소년근위

대 깃발 아래 소년과 소녀들이 행진하고 있다(3.2~5). 깃발에는 “새 민주조선을 위하여 항

상 배우며 준비하자!”라는 구호가 쓰여 있다.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 진혁이 무기를 실은 

열차를 폭파시키기 위해 수류탄을 쥐고 자폭하는 것이다(3.6). 
49) 이 작품은 중학교 학생민견대원들의 활약상을 다룬 것이다. 샛별중학교 민견대원인 주인공 

정남과 그 친구들이 인근 경비대와 협력하여 군견을 훈련시키고 스스로 단련해 나간다

(4.2~5). 결국 그들은 “해안에 침투한 간첩을 맨손으로 때려”잡게 되고, 마지막 장면 위로 

흐르는 민견대지도원 교사의 내레이션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새 세대들이 아버지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800만의 총폭탄으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이다(4.6).
50) 1970년대 초중반 김정일이 후계자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공로가 문예부문에서 이뤄졌고, 

그 과정을 1차 문예혁명으로 칭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김일성과 공동집권 시기 김정일은 

체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2차 문예혁명을 내세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당력사연구소 편, 김정일동지략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특집> 주체적문



208 신진연구논문집

1991년도는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해이다. 후계구도가 등장하는 시기, 

그리고 안착되는 시기 또는 대외정세가 위기국면으로 접어든 시기 아동·청소년이 

주연인 작품이 제작되었다. 이는 우연이 아닌 당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때나 위기국면에서 아동·청소년 세대에 주목하게 되고, 그들에게 

거는 기대나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의 작품들은 남성이 주연이며, 후자의 작품들은 여성이 주연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차이는 각 시기에 정권의 지향과 비례하여 

형상되곤 하 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강직함과 견고함을 보여주고자 할 때, 여성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변화를 보여주고자 할 때 부각되었다.51) 또한 성인물에서처럼 

주연 남성의 경우 긍정인물로 더 투철한 투사로 성장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주연 

여성의 경우 힘없는 처지에서 심성은 곱지만 나약하게 시작하여 오빠나 유격대원

의 지도로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이 그려지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동심을 동원하여 혁명적 비극의 비장미를 더한다. 아홉 살 여성인 금순이

(<태여나 아홉해>)가 총살을 당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을 부르짖는 

금순의 상반신에서 얼굴로 초점이 좁혀지면서 금순의 얼굴과 금순이가 들고 있다 

땅에 떨어진 인형을 번갈아 클로즈업하여 보여준다. 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 금순의 

여리고 순진무구한 동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옹호하고 보위해가는 비장

함을 혁명적 낭만성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다(<화면 7> 참조). 금순의 경우 얼굴 

클로즈업신이 특히 많이 등장하여 시선을 사로잡는데, 이는 화나 상물에서 

여성이 대체로 바라보고 보여지는 대상이 된다는 점과 상응한다. 어린 여자아이 

금순과 중학교 남학생 진혁(<소년근위대>)이라는 설정의 차이, 금순의 총살장면과 

진혁이 열차에서 수류탄을 쥐고 자폭하는 장면과의 대조도 젠더 대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화면 7>, <화면 8> 참조). 

또한 주연인 아동·청소년의 인물을 보면 남녀 모두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동그

란 얼굴선, 적당한 굵기와 숱을 가진 눈썹, 검은 눈동자가 크고 특해 보이는 

눈매, 오뚝하지만 날카롭지 않은 콧날, 적당히 얇고 다부진 입매로 선하고 온화하

지만 강직해 보이는 분위기를 풍긴다(<화면 9>, <화면 10> 참조). 대부분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인물의 의식 변화를 세 하게 묘사하여 관객이 그 인물에 몰입하여 

예리론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조선중앙TV> 2014.7.17(목) 18:33; 2014.12.17; 
2015.4.11; 2015.7.17; 2015.9.4 방 .(방 일자는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에서 

검색.
51) 안지 , ｢김정일 시기 북한 화의 젠더 담론 연구｣(2015), 243~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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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정을 따르고 동조하도록 이끈다.

<화면 5.1~6 > <꽃파는 처녀>(1972)52)

<화면 6.1~6> <태여나 아홉해>(1991)53)

52) 이 작품은 1930년 오가자에서 창작공연된 작품을 각색한 것이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눈 

먼 어린 여동생, 혹독한 종살이에 몸져누운 어머니를 대신해 꽃을 팔며 소녀가장 노릇을 

하는 꽃분이. 온갖 역경 속에서 악만 남게 되는데(5.3~5). 어느 날 혁명가가 되어 홀연히 

나타난 오빠와 마을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지주를 처단하고 혁명활동에 나서게 된다

(5.6).
53) 이 작품은 참된 아동단원 김금순의 실화에 기초하여 만들었다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어머

니, 남동생과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던 금순이는 유격대원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유격구의 

아동단원이 된다(6.3~4). 금순이는 일제에 대한 분노로 열심히 활동한다. 결국 죽음 앞에서

도 조직의 비 을 지키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는 혁명투사가 되어 총살당하고, 유격대원

들은 비통함 속에서 금순을 열사로 예우하며 장례를 치른다(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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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7.1~6> <태여나 아홉해> 금순의 죽음54)

<화면 8.1~6> <소년근위대> 진혁의 죽음55)

54) 금순이 총살당하는 순간의 장면(7.1~3). 마지막 장면은 현재 시점으로 이동하여 학생소년궁

전에서 뛰어나오며 행복해하는 어린이들과 김일성광장에서 행군하는 소년단원들 모습 위

로 금순이 오버랩된다(7.4~6). 이러한 장면의 의미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행복을 가져온

다는 것으로, 이 작품이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려던 시기에 제작된 것과 일치

한다.
55) 열차로 접근해오는 미군들을 향해 진혁은 처음에는 당황하여 눈을 두리번거리지만 이내 

친구들과 어머니, 조선소년단 깃발 등을 떠올리며 각오를 다진다. 진혁은 “이놈들아, 나는 

조선소년단원이다! 네 놈들은 한 놈도 살아나가지 못한다!”고 외친 후 양손에 쥔 수류탄을 

터뜨리고 자폭한다(8.1~3). 마지막은 소년단이 씩씩하게 행군하는 장면에 진혁이 달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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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9.1~6> 주연인 아동·청소년 인물 비교(1) 1970~1990년대56)

<화면 10.1~6> 주연인 아동·청소년 인물 비교(2) 2000년대57)

모습을 오버랩시켜 마치 진혁이 살아서 함께 행군하는 것처럼 보여주며 열사의 정신이 이

어지고 있음을 형상하 다(8.4~6).
56) 윗줄은 남성, 아랫줄은 여성인물이다. 좌에서 우로 순서대로 각각 남자 주인공인 <소년근

위대>(1984)의 진혁, <소년빨찌산>(1986)의 용석, <학생민견대 앞으로>(1997)의 정남이고, 
여자 주인공인 <꽃파는 처녀>(1972)의 꽃분, <태여나 아홉해>(1991)의 금순, <나의 아버

지>(1996)의 중학생 은정이다. 이때 현재 시점의 인물은 정남과 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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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된 정체성: ‘집단주의’에서 ‘영재(穎才)’에로 초점 변화

혁명(체제)의 ‘계승자, 보위자’로서의 아동·청소년 형상은 김정일 집권기부터 점

점 ‘미래 희망의 표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전쟁기 소년들의 활약상을 다룬 <소년

근위대>가 제작된 1984년 이후부터 아동·청소년 주연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는 점은 당국이 청장년이 아닌 나이 어린 새 세대에게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기 작품의 배경이 ‘과거’라는 점은 현실의 새 세대를 

믿음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 혁명세대의 아동·청소년을 조명하

며 현재의 새 세대를 교양하고자 했다.

김일성 집권기 작품들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주입하려던 정체성은 사회

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킬 ‘집단주의’다. 과거 급박한 상황에서 체제 수호의 전

면에 나선 아동·청소년들의 형상은 그 자체로 집단에 속한 개개인을 그린 것이

었다.

당시 ‘현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 중 아동·청소년 관련 작품은 주로 교사와 

교육문제를 다룬 것들이었다(<녀교원>(1986), <교육자의 모습>(1988), <우리 선생

님>(1989), <키우는 마음>(1990), <꼬마세대주>(1990) 등). 고아 양육문제를 본격적

으로 다룬 <고마운 처녀>(1994)가 나올 정도로 아동·청소년의 처지가 열악하다는 

점도 드러나게 된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이 묘사되고는 있지만 간접적

인 시선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후 김정일 집권기 들어서야 ‘현재’시점의 아동·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

는 표상으로서 작품의 주인공 또는 주요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표 3> 참조). 

이러한 형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때 세 가지 내용의 순서는 

시기에 따른 변화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인 조직생활을 통해 혁명적 수령관 및 집단주의
적 의식을 고취하려는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관련 작품은 <위훈의 길>(1996), 

57) 윗줄부터 각각 남자 주인공인 <푸른 주단우에서>(2000)의 대집단체조 어린이장 일원인 금

동(김은성 분), <2학년생들>(2002)의 소학교 2학년생 주 혁(리충일 분), <수업은 계속된

다>(2006)의 중학교 졸업반 강 범(김원일 분)이고, 여자 주인공인 <높이 나는 새>(2003)의 

중학생 일옥(박미향 분), <은방울꽃>(2003)의 열 살 은향(림설희 분), <한 녀학생의 일

기>(2006)의 중학생 수련(박미향 분)이다. 이 중 박미향은 두 작품 모두 주연을 맡으며 주

목받았고, 이후 김원일과 함께 <복받은 대지에서>(2010)에서 주연급으로 부부가 되는 역할

을 맡았다. 김원일은 이후 <징벌>(16부작 드라마, 2012)에서 주연을 맡았다. 김원일의 경우 

갸름한 얼굴로 북한의 일반적인 주연 인물의 얼굴형과는 다른 편인데 반항적인 이미지가 

개성인 듯하다. <홍길동>으로 유명해진 리 호나 <평양날파람>으로 주목받은 리 훈처럼 

북한배우로는 보기 드문 시니컬한 매력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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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주단우에서>(2000), <2학년생들>(2002), <사랑의 집>(2002), <수업은 계속

된다>(2006) 등이다. 

둘째, 조직생활 속에서 사회주의 후비대로 단련되어 가는 가운데 당국의 세부 

정책을 집약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이 두드러졌다. 북한 당국은 물자가 부족한 현실

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 고, ‘예술, 체육58) 및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이 주요 인물로 부상하 다. 조국을 빛내려던 

아버지의 꿈을 대신 잇고자 각 분야 체육선수가 된 다섯 딸(<청춘이여>), 고아가 

되었지만 체조선수가 되고픈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은정(<나의 아버지>), 북한

의 대표적인 종합공연예술이 된 대집단예술체조에 참가하여 구슬땀을 흘리는 어

린이들의 활약(<푸른 주단우에서>), 가수를 지망하여 강단 있게 꿈을 펼쳐가는 

중학생 일옥(<높이 나는 새>), 중학생 수재들이 모여 펼쳐지는 경쟁과 생활(<열두

살>), 다재다능한 중학교 졸업반 수련이 과학도의 길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한 

녀학생의 일기>), 두메산골 중학교에서도 빛나는 재(<산촌에 피는 노을>) 등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성장기가 펼쳐진다. 

셋째, 집단적인 형상에서 점점 더 개별화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인물에 대한 

초점이 조국을 ‘보위하는’ ‘소년빨찌산, 아동단, 소년근위대, 학생민견대’에서 조국

을 ‘빛낼’ 수 있는 ‘ 재’ 개인으로 이동하 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재

나 수재인 인물이 집단 속에서 인정받고 어우러지는, 집단을 위한 인재로 내세워졌

다. 또한 주인공이 부각되면서도 긍정적 인물에 대비되는 부정인물이나 평범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묘사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김정은

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후계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인재 ‘개인’을 양성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산촌에 피는 노을>). 수재에게만 온통 관심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는 교사, 그런 교사의 배려 속에서 고뇌하면서도 성장하는 제자로서 

아동·청소년이 묘사된다. 교사의 정성은 곧 지도자의 배려와 은혜로 대치되고, 아

동·청소년은 이전보다 더 수동적인 체제 유지의 기제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시기 제작된 작품들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58)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체육계 인물을 그린 작품이 다수 있으나 작품의 서사에

서 드러나는 생활상이 아동·청소년 관련 특징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는 제외하 다. <소녀유술강자>(1998), <달려서 하늘까지>(2000), <샅바를 잡아라>(2002), 
<우리 녀자축구팀>(201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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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도

제목 개요

1996

나의 아버지
어려서 부모를 잃은 효정과 은정 남매. 은정은 당 비서를 아버
지처럼 따르고 우여곡절 속에 그 진심을 알아간다. 

위훈의 길
입대를 앞둔 웅의 아들 길이 입대 심사를 계속 보류시키
는 교장선생님의 진심을 깨닫고 진정한 웅의 뜻을 잇는다.

1997 학생민견대 앞으로
샛별중학교의 학생민견대원들이 기르던 개를 훈련시키는 등 
해안에 침투한 간첩을 잡을 정도로 조국보위에 앞장서 나간다.

1998 멀리 있는 섬
여교원 례 이 한 달 기한으로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작은 
섬의 분교 에 왔다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간다. 

2000 푸른 주단우에서
대집단예술체조 창작가 문규의 지도로 금동을 비롯한 어린이
들이 어렵지만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동작을 성공시켜낸다.

2002

2학년생들(5부작, 
TV)

평양위성인민(소)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벌어
지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집단의식과 조국애를 익히고 소년
단에 입단한다. 

*사랑의 집
(2부작, TV )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 소에서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여름 
야 을 함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2003

높이 나는 새
예술학교를 지망하면서 통신원 홀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일
옥. 결국 어머니의 충심도 깨닫고 당의 배려로 진학도 하게 
된다.

은방울꽃
(2부작, TV)

새로 이사 온 은향이 학급동무들과 함께 현지지도 길을 ‘5점
꽃’으로 채우는 ‘충성의 학습전투’를 벌여 나가는 소년단 생
활을 그린다.

*열두살
(8부작, TV)

전국에서 발굴된 12살짜리 컴퓨터 수재들의 학교생활. <2학
년생들>처럼 남학생들이 대부분이다.

2006

한 녀학생의 일기
중학교 졸업반 수련은 가정에는 소홀하고 충성스럽기만 한 
부모와 갈등을 겪지만 아버지의 성공으로 그 뜻대로 이과대
학으로 진학한다.

수업은 계속된다 
(8부작, TV)

중학교 교사 윤실은 졸업반인 제자들을 맡아 진로 결정 과정
과 이후 자원 진출한 고치농장에까지 갈등과 고난을 함께하
며 성장시켜간다.

<표 3> 김정일·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이 주연인 작품의 개요59)

59) 제목을 진하게 표시한 작품은 ‘아동·청소년’ 이 교사나 부모 등 성인보다 주연 비중이 높

거나 그들의 시각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경우이다. <소년탐구자들>은 다른 작품에 비해 교

사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위 하는 주연이다. 이 작품은 중학교 학생들이 주연이지만 

다른 작품들은 유치원생이거나 소학교 학생이라는 향도 있을 것이다. 제목에 ‘*’로 표시

를 한 작품은 작품 전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MBC통일전망대에서 간략하게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하 다. 각 작품이 소개된 방 일은 다음과 같다. <열두 살> 2003.11.5, 2009.7.27, 
2012.10.29, 2013.3.26, 2013.7.23; <사랑의 집> 2013.7.23; <나의 집> 20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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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도

제목 개요

할아버지와 손자들
(단편, TV)

방문한 할아버지께 재대로 인사하지 않는 손자들과, 이에 대
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들부부

2007

*나의 집
(2부작, TV)

평양은정유치원 신임교사 신희가 우울한 봄이, 거짓말을 잘
하는 은혜 등 아이들의 문제를 통해 엄마들을 교양하며 함께 
해결해 나간다.

새벽소동
(단편, TV)

엄마 일을 도우려고 새벽에 고춧가루를 빻다 아파트 주민들
을 다 깨우게 된 옥이

2010 산촌에 피는 노을
고향마을 중학교에 자원해온 교원 신아는 철웅의 재성을 
발견하고 헌신하여 편견과 차별을 딛고 전국수학경연의 우승
자로 키워낸다.

2012
꿈을 속삭이는 소리
(2부작, TV)

그림과 붓글씨에 재능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남학생)을 전국
적인 예술 재로 성장시키는 교사들 (*신의주본부유치원 실
화에 바탕)

2013

기다리는 아버지 
(2부작, TV)

피아노에 소질 있는 남녀 어린이가 교사들의 열성적인 지도
로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이룸 (*경상유치원 실화에 
바탕)

소년탐구자들
(TV)

중학교 과학환상소조 학생들이 과학환상대회에 참가 준비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전쟁 시기 무명전사들의 육성을 되살
려 우승한다.

2014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3부작, TV)

시골 어촌마을 소학교 축구소조의 교사와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재능을 꽃피워 간다. (* 재교육의 중요성 
강조) 

제2절 혁명적 낭만성에서 표출되는 일상과 개인의 욕구

작품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당국이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다. 그러나 

표면적 메시지와 상언어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당국이 지향하는 미래상

과 다른 현실에 대해 상은 ‘혁명적 낭만성’60)으로 미화하고자 한다. 그 속에서 

바로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힘들고 어려운 일상, 차별과 소외 및 배제되는 현실, 

개인의 욕구와 정체성 발견에 대한 노력 등이 펼쳐진다. 상에서 표출된 개개인의 

60) 현실변화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믿음으로 현실에 환상을 부여하는 낭만적 수법을 북한

에서는 부르주아적 환몽과 구별해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신

심이 깊고 열정이 강렬해서 현실의 한계를 떨치고 미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을 일컫는다. 신
형기, “혁명적 낭만주의 시대를 넘어,” ｢문예중앙｣ 가을호(2000),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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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의식(주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은 북한 당국이 지양하지만 숨길 수는 없

는 현실의 일부일 것이다. 일상을 담은 화면과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 일개 

단역으로 그려지는 인물들까지 세세히 살필 때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인물들의 

의식과 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의 고단한 일상이다. 주로 오누이와 고아로 설정되어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꾸려가야 할 당국에서조차 1990년대 중후반을 항일무장투쟁 이

래 두 번째로 닥친 ‘고난의 행군’으로 호칭하면서 ‘가는 길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

라는 구호를 제시했던 상황. 아사자가 속출하던 그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처참한 생활이 세세하게 묘사되진 않지만 작품 곳곳에서 이들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지 못하고 개인의 안락과 명예를 추구하며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이들의 형상이다. 물론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들이 그런 개인

이기주의를 긍정인물의 설득이나 모범적 행위를 통해 극복하고 교화되면서 성장

한다는 메시지이다. 그러나 북한식 체제의 위기는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 속에 녹아

있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욕구가 거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작된 작품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뤄지던 개별화된 욕구가 

점차 수용되어가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1. 개인 정체성과 욕구의 표출

작품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욕구 표현은 시기가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 집단정체성을 인식하고 체득해가던 것에서 개인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발견해가고, 소속감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일상의 소소한 물적 

욕구에 대한 묘사로 변화되고 있다.61) 1980년대까지의 아동·청소년 주연 작품에서

61) 특히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국가배급제가 아닌 자생해야 

하는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정체성도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이 

화와 드라마에서도 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북한 아동 청소년 정체성 변화에 대해

서는 다음을 참조.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통일

연구원, 2013). 이 연구에서는 북한 청소년 세대단위의 맹아를 세 유형으로 도출하 다. 첫 

번째 집단은 유소년기에 물질적 궁핍이나 가족해체의 경험 속에서 조기 노동, 조기 진로 

결정을 한 청소년들로서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직규율의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부적응

한다. 두 번째 집단은 국가와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북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내

면화하는 청소년들로서 사회의 공식적 질서에 순조롭게 동화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

성취를 도모한다. 세 번째 집단은 학교나 사회의 지배질서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담

론 수행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식규범을 변용하고 전

용하면서 창조적 일탈을 일삼는다. 이때 청소년기에 체험한 중요한 생애경험은 개인의 지



217

는 매슬로우가 밝힌 욕구 성장의 단계62)와 달리 생존 및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

지 못해도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게 

표출되어왔다. 집단을 우선시하고, 출신성분에 의한 신분제인 북한 사회의 현실을 

반 하듯 작품에서는 대부분 ‘인정’에 대한 욕구가 묘사되었다. 이는 다른 의미에

서 처해진 조건에서 취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63) 

그 다음으로 많이 묘사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한 환경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 욕구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려지지만 그 뉘앙스는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

난다.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 못지않게 두드러지는 것이 단란한 가정에 대한 

염원이다. 이는 안정감과 친 함, 사랑과 배려 등 가족에게 기대되는 정신적 욕구

를 채우고 싶은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달리 외모에 대한 관심도 자주 

표현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정체성과 욕구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시기별로 다르

게 나타난다. 

첫째, 시기에 따라 약화되어 가기는 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집단주의적 

정체성과 그에 맞춘 욕구에 비중을 두었다. 김일성 집권기 아동·청소년 주연 작품

들이 대부분 시대물로서 항일 및 전쟁 시기 웅적이고 조직적인 투쟁기 다. 따라

서 고도의 일체감으로 고양된 집단주의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집단주의’

적 조직생활을 구현하고, ‘집단을 위한 인재’로 자신을 단련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러다가 김정일 집권기에는 아동·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또 각종 조직생활

향성을 변화시켜 다른 세대단위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이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의 향력은 모든 유형의 청소년들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각 세대단

위의 맹아들 간의 간극은 그다지 깊지 않다고 제언하고 있다. 
62)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통일연구원, 2011), 22쪽 참조. 인간의 삶

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보편적 인권, 보편적 복지 개념도 기본적

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때 ‘욕구’란 ‘사리사욕’과 같이 부정적 

의미, 또는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need’로 본다. 이러한 관점의 욕구 개념은 다음을 참조. 마셜 B. 로젠버

그; 캐서린 한 옮김, 비폭력 대화: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삶의 언어 (서울:한국NVC
센터, 2011).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본능적인 생존욕구를 깨닫고 이를 표출한다

는 것은 자기 내면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과정과도 같다. 
63)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는 ‘소속감’이나 ‘자아실현’의 또 다른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이 욕구는 긍정인물일 경우 수령에 대한 충실성, 집단에 대한 헌신성으로 묘사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정인물로 묘사될 때도 해당된다. 성인의 경우 자신의 직장에서 두

각을 나타내어 “장군님이 아시고, 온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한 마디로 

“ 웅”이 되겠다는 포부로 그려진다. 물론 긍정인물은 그러한 욕구를 드러내기보다 그저 

온 마음으로 수령을 그리며 묵묵히 집단을 위해 헌신한다. 그러나 부정인물로 묘사될 때 

그에게는 개인 또는 기관 “리기주의”, “소 웅주의”, “소총명” 등의 비판이 따른다.



218 신진연구논문집

을 하면서 겪는 평범한 일상을 다루게 된다. 그런 속에서도 2000년대 중반까지의 

작품에서는 개인의 포부도 크지만 그것을 집단과 함께 이루고자 고민하고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에 대한 

헌신성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재성으로 점점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난도의 동작을 힘겹게 연습하며 집단예술체조를 완성해가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푸른 주단 우에서>), 장난꾸러기 소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또래 간에 다투기

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우정을 다져 나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룬 <2학년생들>, 

학습반 활동을 해 나가는 데서 우여곡절을 겪는 2학년 남녀학생들의 우정과 도전

을 다룬 <은방울꽃>, 상급학교 진학과 군 입대 및 농장 진출 등 사회 진출문제로 

고민하고 서로 갈등하는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일상을 다룬 <수업은 계속된다> 

등을 통해 북한 학생들의 집단생활과 소소한 일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서는 선별된 아이들의 특수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 소에

서 세계 각국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교류를 하는 내용의 <사랑의 집>과 전국의 

수재들만 모인 학교(금성학원)에서 경쟁 속에 힘들어 하면서도 도전해 가는 내용

의 <열두살> 등도 있다.

둘째, 김정일 집권기인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작품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갖는 개인적인 욕구가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64) 아동·청소

년은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먹고 싶은 것을 배불리 먹고, 

잘 갖춰진 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예쁘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김정일 집권 이후 아동·청소년이 주연인 첫 작품 <나의 아버지>에서는 고아가 

된 아홉 살 은정의 꿈과 노력이 잘 드러난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고아가 되어 오빠 효정은 체육대학 합숙으로, 은정은 원산의 고모네 

집으로 흩어져 살게 된다. 은정은 오빠처럼 대학 합숙에서 예술체조를 하고 싶다고 

애원해 보지만 어린 은정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은정은 고모네 집에서 

한참 떨어진 소년궁전 체조부에 스스로 찾아가 자신의 재능을 뽐내며 지도를 부탁

64) 이명자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화를 포함한 문학예술은 노동계

급을 사회의 대표계급으로 내세우고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보다 

국가와 당에 대한 헌신만을 당연시 하는 왜곡된 재현을 반복했다. 정신력으로 고난을 헤쳐 

온 경험은 물리적 한계와 물질적 요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해 화 속 현실

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 화에서 

리얼리즘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명자,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화에 나타난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긴장관계,”「정신문화연구｣31권 제3호(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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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은정과 같은 고아에게도 수령과 당의 은혜가 고르게 베풀어

진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작품이지만 아동·청소년 시기 은정의 성장기를 

담고 있어 또래 생활상과 의식이 잘 드러난다. 

은정 이후로도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작품들에는 자신의 재능에 확신을 가지고 

꿈을 향해 매진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한다. 뙤약볕에서 뜨거운 도로 위에 이마

를 대고 물구나무까지 서서 연습하고, 맹장염으로 위험한 상태에서도 집단예술체

조공연에 빠지지 않으려는 어린 금동(<푸른 주단우에서>), 홀어머니, 남동생과 어

렵게 살면서도 항상 자신의 노래 재능을 꽃피우리라는 희망에 들떠 있는 일옥(<높

이 나는 새>), 일옥처럼 가수를 지망하는 혜경(<그는 대좌 다>)이다.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의 포부는 더 현실적이다. 대학시절 어머니께 뺨을 맞으면서도 돌격대 

활동보다는 공부에 매진했던 광옥(<이어가는 참된 삶>)은 박사원에 진학하여 촉망

받는 유전공학자가 되리라는 꿈에 부푼다. 문학, 외국어, 과학, 컴퓨터에 이르기까

지 항상 칭찬받는 수재 수련(<한 녀학생의 일기>)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풍요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망을 고민한다. 리 과 선녀(<수업은 계속된다>)도 대학에 

가기 위해 쉬는 시간도 쪼개가며 열심히 공부했다. 집단진출을 강요하는 학급 분위

기와 다혈질인 동급생 강범의 윽박에 절로 고개가 수그러들고 눈물을 찔끔거리면

서도 진학에 대한 자신의 의지만큼은 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가꿔가려는 욕구가 갈등의 소재가 된다. 일옥, 

혜경, 광옥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 부모와 충돌하고 가출까지 감행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소망하지만 충성심이 강하여 사회적 책무에만 

바쁜 부모에게서 얻기 힘든 조건이다. 더구나 자신의 재능을 통해 정체성을 발견하

고자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는 사리사욕을 얻고자 하는 반동적 행위와도 같이 

취급되며 강하게 비판받는다. 

그런 속에서도 일옥, 혜경, 광옥의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가 부모로부터 

비난받는 것으로 묘사되던 시각은 조금씩 변화를 보인다. 현실의 변화가 심할수록 

낭만적 요구도 거세지기 마련이어서 공식사회와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려는 낭만성

과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고 내부의 문제를 비판하려는 리얼리즘의 요구가 혼재하

게 되고 작가들은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리얼리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북한 화에서 리얼리즘의 요구를 담기위해 채택한 전략 가운

데 하나가 1인칭 고백의 서사전략이었다.65) 향순(<녀병사의 수기>)은 웅을 할아

65) 이명자, 앞의 글(2008),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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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로 둔 동급생을 부러워하고, 외진 산골부대에서 철길을 지키는 단순 업무에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낸다. 수련(<한 녀학생의 일기>) 또한 아파트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과학자가 되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도리어 아버지가 ‘박사증’을 

따면 생각해 보겠다고 할 정도로 욕구를 서슴없이 드러낸다. 물론 작품에서는 이들

을 개인주의자로 그리고 있으나 그들의 개인주의는 거부되지 않고 수용가능한 

개인주의로 변화하거나 정상적으로 인정된다. 두 화가 취한 고백의 서사전략이 

개인주의의 성장과 청소년의 정체성 모델로서의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일상의 

행복에 대한 대중들의 소망 등 변화하는 북한문화의 현실을 증언하는 전략이다. 

이는 개인으로서 자아에 대한 감각이 북한사회 일상의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의 내부에서 향후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새로운 

문화적 징후로 볼 수 있다.66)

셋째, 2000년대 후반 이후 아동·청소년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수동적인 존재로 퇴화된다. 둘째 항목에서 언급한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나던 

개인의 1인칭 서사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김

정은 후계체제가 들어서게 되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어린이, 청소년을 주연으로 

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축소되었다. 어느 정도 다면적이었던 인물 

묘사도 단순해졌다. 

즉, 이전 시기의 작품들 속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됨으로써 돌출되는 행동이나 대사들이 나름 현실적으로 

묘사되었다면 특히 2012년 이후 작품들은 주로 ‘김정은원수’를 향한 충성동이로 

그려지는 데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특정 분야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것부터 작품 속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미 비주체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된 분야에 한정되어서만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새 정권의 필요가 더해져 30대 초반인 지도자의 인품과 

자격, 사회주의정권의 우월성과 안정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된 것이다.

넷째, 2000년대 후반부터는 개별화된 개인정체성과 욕구로 초점이 이동하게 된

다. 특히 2009년 이후 작품들을 보면 집단 속의 인재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개인의 재성’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과정에 집중된다. 바로 

이 대목이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김정은 시기의 해당 

66) 이명자, 앞의 글(2008),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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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시선과 눈높이에서 사건이 펼쳐진다.

철웅(<산촌에 피는 노을>67))의 수학적 능력을 알아본 신입 교원 신아는 외진 

시골마을 중학교라서 추천조차 받지 못하는데 좌절한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으로 

차별을 극복하며 전국수학경연에 세워 결국 우승을 이뤄낸다. 반면 부모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수학을 공부하던 은주에게서는 문학적 재능을 발견하고 <청년문학>

지에 글이 실리도록 이끌어준다. 이처럼 한 교사가 일부 재능 있는 아이들의 양성

에만 전력투구하는 경향은 김정은 시기 <꿈을 속삭이는 소리>, <기다리는 아버지> 

등으로 이어진다.

2. 방치된 오누이 및 고아의 고단한 일상68)

작품 속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청소년 인물은 ‘고아’ 또는 ‘오누이(남매)’로서의 

모습이다. 이들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이다. 

수령의 보살핌 아래 ‘선군대가정’에서 굳이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웃 간 인정

이 넘치고 화목하게 지내는 사회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고아’인 

청소년이나 고아나 다름없는 ‘오누이’ 청소년들은 북한 사회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정이 넘치는 사회라는 정당화의 기제로 설정된다.69) 더구나 이들은 혁명의 후비

대가 될 마땅한 자격이 있으므로 ‘계속혁명’을 통한 체제 유지의 기제로도 활용된

다. 그 이유는 ‘고아’인 경우 그들의 부모가 거의 어김없이 ‘열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가부장적 젠더 설정도 포함된다. 고아거나 거의 고아나 다름없는 ‘오누

이’인 경우 긍정적 형상은 대부분 손위인 ‘오빠’가, 때로 ‘누이’인 맏이가 맡고 

있다. 

반면 이들은 역설적으로 체제 모순을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하다. 북한의 아동·청

소년 관련 기관이나 매체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문구가 보편적으로 쓰인다. 

67) “ 화는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

고 유능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고 있는 교육자들의 고상한 풍모를 깊이

있게 형상하고있다.”는 기사를 보면 당국이 인재 육성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새 조선예술 화 《산촌에 피는 노을》,”「조선중앙통신｣ 2010년 12월 30일자.
68) 고아와 오누이 관련 화와 드라마 사례에 대한 내용은 안지 , “김정일 시기 북한 화 속 

어린이·청소년 형상과 젠더,”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4회 전국학술대회 

<북한의 이미지, 세대와 젠더> 자료집(2015.4.23) 41~42쪽 내용 수정 보완.
69) 이명자는 북한 예술작품에서 흔히 등장하는 ‘고아’와 당비서 또는 처녀엄마, 부모의 직장

동료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비혈연가정(유사가족)과 같은 서사에 대해 ‘이종 집단의 결

합과 통합이란 개인 가족적 이기심을 넘어서려는 사회주의 집단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자 체제의 분열에 맞서는 김정일체제의 응전수단’이라고 해석하 다. 이명자, 북한 

화와 근대성 (역락, 2006),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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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 속의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부모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생활을 꾸려간다. 부모가 있으되 바쁜 부모 밑에서 어린 동생을 돌보며 

가장 노릇을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사회 현실과 

그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사회주의대가정’

을 지향하고 집단주의를 중시하므로 주변의 동료나 동료의 부인들, 당 비서, 정치

지도원 아저씨, 이모들이 도와주러 오는 것으로 그려진다.70) 그러나 실제 이런 

조건에 처한 청소년들의 고생은 화 장면보다 더욱 험난할 것이다. 북한 화에서 

청소년의 행복하고 안정된 어린 시절을 비중있게 묘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어린 

시절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고생하는 모습

이 두드러지는 것이다.71)

작품 사례를 들면 먼저 고아는 아니지만 편부모 슬하이거나 혁명가형 부모로 

인해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지내는 청소년도 많다. 엄마를 잃고 떠돌이가 

된 리석연구사의 자녀(<대홍단책임비서 5부>), 평양에까지 와서 큰 수술을 받지만 

입원 기간 내내 연구사일로 바쁜 엄마를 거의 만날 수 없는 경미(<푸른 견장>), 

아내가 질병으로 입원 중인 동수연대장의 자녀 은심남매(<우리 정치위원>)가 있

다. 이외에도 통신원 일에 바쁜 홀어머니 얼굴조차 보기 힘든 일옥남매(<높이 나는 

새>), 혁명학원에서 기숙사생활을 하고 방학이 되어 집으로 와도 노력 웅인 홀어

머니가 바빠 춥고 배고픈 기억만 간직한 광옥남매(<이어가는 참된 삶>), 열성적인 

학교교원인 엄마가 농장에 자원 진출한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느라 몇 년 째 집을 

비우자 엄마를 찾아 거리를 배회하는 어린 웅순남매(<수업은 계속된다>) 등을 찾

아볼 수 있다. 심지어 수련(<한 녀학생의 일기>)의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가정환경

조사에서 과학원 연구사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써내어 소동이 날 정도로 수련

의 아버지는 장기 부재중이다.

웅 및 고위간부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엄격하다. 딸이나 아들 등 그 자녀들에게

는 웅의 가족 또는 유가족으로서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경우에 따라 집권세력의 일원이 될 미래를 보장받는 지름길이라는 보상이자 더욱 

70) 이러한 고아,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예군인이나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

한 환자, 가족이 없는 노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공산주의 미풍은 북한이 1990년대 

최대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으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그려지고 있다. 
71) 김정일 시기까지 제작된 아동·청소년 형상 작품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며 별 어려움 없어 

보이는 이들은 <2학년생들>의 소년들이나 <수업은 계속된다>의 청소년들 중에서 볼 수 있

는 정도다. 이외 주요 인물 중에서는 보기 어렵다. 청소년의 평범한 일상은 교양과 선동을 

위해 유익한 소재거리가 못되므로 굳이 자세히 다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

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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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책임을 요구받게 되는 혁명학원에 보내진다(순미남매, <복무의 길>; 광옥남

매, <이어가는 참된 삶>; 금경남매, <그가 남긴 사진> 등).

고아의 경우 수많은 작품에서 등장하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 전투현장 또는 일터

에서 순직한 이들의 자녀이다.72) 해당 작품에서 ‘고아’들은 어김없이 ‘나라가 어려

운 때에 애국의 길에서 순직한 이들의 아이들’이다. 이처럼 고아가 되는 다른 경우

의 수를 보여주지 않으니 마치 북한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고아의 자격은 열사의 

자녀라고 못 박는 듯하다.73) 이러한 설정은 고난의 행군시기로 불리는 199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더 두드러졌다. <고마운 처녀>(1994))까지만 하더라도 엄마가 

병으로 사망한 후 아빠까지 중병을 얻어 입원하여 공장에 남겨진 기순과 기용 

남매를 동료인 처녀 심이 맡아 기르다가 결국 고아가 된 남매를 입양하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 기순은 심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한겨울 꽁꽁 언 개울가에

서 직접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이 고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입양까지 하는 미덕을 지닌 미혼남녀, 즉 심과 심에게 반하여 아이들에게 손풍

금을 가르쳐주며 가까워지는 성국을 주인공으로 한 것과 달리 <나의 아버

지>(1996)는 고아인 아동을 주연으로 하 다. 오빠는 대학생이지만 아직 어린 은정

은 부모의 정이 그리워 당비서를 아버지로 여기고 따르는 모습에서 또래 아동의 

부모 잃은 상실감과 애정결핍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홍단책임비서> 1부(1997)는 

고아 출신으로 군당책임비서의 양딸인 주인공 류경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입양

해 키우기 위해 애육원을 찾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원장은 세 아이를 보여주

고, 류경은 그 중 남자아이를 선택하지만 남겨진 두 여자아이가 “엄마”라며 류경의 

다리에 매달려 서럽게 통곡하자 모두를 입양하게 된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도 고아들의 모습은 다양한 작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현희남매(<불빛>)는 고향을 떠나 떠돌이가 된다. 고아인 주옥남매(<존엄>)도 오빠

마저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같이 지내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직장에

72) <고마운 처녀>(1994)), <나의 아버지>(1996), <대홍단책임비서>(1부, 1997), <축복합니다>, 
<복무의 길>, <우리 정치위원>(2001), <불빛>(2002), <오늘의 10명 당원>, <존엄>(2004), 
<젊은 려단장>(2005), <우리를 지켜보라>, <저 하늘의 연>(2008), <백두의 봇나무>(2009), 
<그는 탄부 다>, <내가 사는 가정>(2010), <우리 정치지도원>(2010), <눈속에 핀 꽃>, <인
민이 너를 아는가>(2011), <자기를 바치라>(2012) 등 다수. 김일성 시기에는 전쟁고아가 많

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형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글에서는 김정일 집권을 전

후로 하여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사회현실을 반 하 을 고아문제로 1990년대 이후 사례

를 언급하 다.
73) 이들 고아들을 입양하는 처녀엄마가 유난히 많은 것은 모성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반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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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로사한 채 남매(<오늘의 10명 당원>), 엄마를 잃은 데다 전투훈련 중 전사한 

서동수 훈련참모의 자녀 순미남매(<복무의 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2004년 33명

의 고아를 입양하여 키운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저 하늘의 연>(2008)이나 

공장 동료들이 남긴 고아들을 키워낸 섬유공장의 여성 지배인 실화를 다룬 <눈 

속에 핀 꽃>도 있다. 성인의 경우에도 조국의 은혜 속에서 자란 고아 출신이란 

설정이 흔한 편이다. 닭공장 지배인인 순정(<나의 소원>, 2001)은 고아 출신으로 

자신을 따뜻이 안아 키워주고 내세워 준 조국의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미(<고향

의 편지>, 2002)는 어려서부터 이모 밑에서 자랐는데, 군복무 중에 이모마저 돌아가

는 바람에 공장에서 합숙을 하게 된다. 미에게는 시설계사업소 책임설계사인 

서정남이라는 애인이 있었지만 정남 역시 집이 지방이라 합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살림집을 마련할 수 없어 당비서가 아버지노릇을 하며 결혼식을 주선해

준다.

또한 가족구성원 간 갈등이나 별거, 이혼, 재혼 등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고통

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설현(<엄마를 깨우지 말아>)은 맞벌이 

부모로 인해 탁아소에서 나와 폭우 속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아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아버지가 가출해 버린다. 재혼가정에서 새엄마의 

구박을 받으면서 헤어진 엄마와 누나를 그리워하는 소학교 2학년생 일(<가정>)

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겉도는 아이다. 유치원생인 호남(<가정>)도 별거로 가

출한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일철(<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은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와 따로 살게 되는데다가 검사 던 어머니 경심의 경질 및 좌천으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우울해한다. 심지어 ‘곱등어패’로 불리는 아이들

과 시비가 붙게 되고, 뒤엉켜 싸우다 다치기도 한다. 북한 화와 드라마에서 이러

한 형상들은 드물지만 이 작품들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느낄만한 열등감, 상실감, 

외로움, 두려움 등이 비교적 잘 표현되고 있다.

한편 어린 고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나의 아버지> 이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과 김정은 후계체제 들어서까지 주인공이 실은 고아 

출신이었다거나 등장인물 중 고아인 청소년이 당 비서를 비롯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거나 입양되었다는 설정은 많은 작품에 기본적으로 등장하 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작품들에서는 고단한 현실은 더 이상 주요 소재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진 면모를 드러내 보일까 고민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이다. 체제와 정권 안정을 

위한 선전에 치중하여 작품의 개연성은 떨어지고, 체제 모순에서 비롯되는 현실문

제에 대한 성찰 또는 비판적 형상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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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재’를 통해 제시하는 국가의 미래상

제1절 새로운 미래 제시: “꿈”, “환상”, “아버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한 달 남짓 지난 2012년 1월 

23~24일, 2부작 드라마 <꿈을 속삭이는 소리>가 조선중앙TV에서 방 되었다. 김

정일 집권 초 2년여 만에 아동·청소년 주연 작품이 나온 것에 비하면 이른 편이

다.74) 김정일 생전에 이미 제작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지만 김정은 체제를 열기 

위해 제작된 작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작품의 주연 인물이 ‘유아’이고, ‘ 재’

라는 점에서 20대 젊은 나이의 후계자 및 지도자를 고려한 설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작품 경향 또한 이와 유사하다. 

21세기를 맞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고 했던 김정일 정권은 가시적

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김정일의 사망으로 막을 내렸다. 2012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보여주어야 하는 것에서 새로운 젊은 지도자 김정은 정권의 출범으로 

대체되었다.75) 김정일이 20년 이상의 후계 수업 기간이나, 3년 여 간의 유훈통치 

기간 동안 화와 드라마를 통해 김일성 우상화와 함께 꾸준히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간 데 비해 김정은의 후계 세습과 우상화는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일 후계세습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의 후계 세습과 정권 안정화에 기여한 예술작품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아동·청소년 형상 작품을 꼽을 수 있다. <꿈을 속삭이는 소리>는 김정일의 

업적을 부각시키면서도 아동들의 ‘꿈’을 소재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 다. 교원

과 부모들에게 아동이 천성적으로 지닌 끼와 재능을 놓치지 말고 잘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꿈’을 강조한다. 그 꿈은 실현가능한 꿈이며, 체제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어서 제작된 <소년탐구자들>과 <기다리는 아버지>는 본격적인 김정은 

정권의 개막을 알리는 작품이다. 김정은의 호칭이 ‘아버지 원수님’으로 자리 잡고, 

74)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후 1996년에 아홉 살 은정을 주연으로 한 작품 <나의 

아버지>가 상 되었다.
75)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제1비서 및 당 중앙

군사위원장에 추대되었고, 13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상 최고권

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을 ‘ 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김정은이 사실상 국방위원장직을 승계함으로써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 김정일 사망 후 12월 30일에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어 군권을 이

미 장악했다. 당시 북한은 이를 김정일 위원장의 ‘10.8 유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민, “북한 ‘핵․미사일 정치’의 향방,”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2-16(2012),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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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관에는 ‘경애하는 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명패로 대체되어 김정은 정권이 

제대로 정착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후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은 작은 어촌마을

에까지 미치는 수령의 사랑을 형상하 다. 

사실 김정은 시기 작품 제작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를 2014년 열린 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보낸 김정은의 서한76)에서 대략 짐작해볼 수 있다. 김정은은 

“무엇보다 먼저 화 부문에서 화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하겠다면서 

북한의 문학예술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문학예술이 

‘주저앉은’ 근본 원인이 문학예술인들의 “사상적각오와 립장이 투철하지 못한데”

있다면서 “지금 제일 걸린것이 문학부문”이며, “명작이라고 할만 한 화문학, 극

문학들이 나오지 못하여 좋은 화와 연극들을 만들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서한에서는 ‘경쟁’독려와 ‘후비’양성을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 “창

작단위들사이, 창작가, 예술인들사이에 여러가지 경쟁을 널리 조직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열의와 경쟁심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여야”한다. “문학예술부

문 창작가, 예술인후비육성사업을 전망적으로 잘해나가야”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문학예술계에 대한 김정은의 비판과 당부를 통해 이 시기 제작된 작품들이 얼마만

한 고심 끝에 탄생하 을지 짐작할 수 있다. 본격적인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 나온 

것이 2013년 작품들부터인데 4월 16일 방 된 <소년탐구자들>이 ‘텔레비죤극창작

사 제3창작단’, 2014년 1월 1~2일 방 된 <기다리는 아버지>가 ‘텔레비죤극창작사 

제2창작단’에서 제작되었다.77) 2014년 5월 1~3일 방 된 ‘텔레비죤예술 화’인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은 기존 평양연극 화대학 청소년 화창작단에서 제작되

었다.78) 관련 기사79)에서는 이 화의 창작집단으로 배정받고 대부분의 주요 등장

76) 김정은은 “지금 문학예술 부문 사업이 당과 혁명의 요구,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현시기 문학예술 부문이 주저앉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문학예

술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금 명백히 강조해 문학예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

해 이번 전국예술인대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4.5.16.
77) 엔딩 크레디트에 의하면 북한의 TV드라마가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제작되다가 2005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죤극창작단’으로 시작해서 2007년부터는 ‘텔레비죤극창작단’으
로 변화되었다. 이는 조선중앙방송사에서 드라마 제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텔레비죤

극창작단’을 독립시켜 발족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이 다시 ‘텔레비죤극창작사’로 발전하

고, 그 아래 창작단으로 분화되었다. 예술 화촬 소도 각 촬 소 내 여러 창작단으로 

분화되었다. 김정은 체제 들어 1980년대 활발히 활동하다 1993년 공식 해체된 고정창작단 

체제를 부활시켜 창작단 간 경쟁을 통해 화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78)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은 평양연극 화대학에서 2011년 <우리의 래일은 더 푸르다>를 제

작한 이후 3년만에,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아울러 김정은 시기 드라

마를 제외하고 자체 제작 화만 따져보았을 때 2012년에 4편, 2013년에 1편, 214년에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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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을 이 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맡게 되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역설하고 있다. 

제작진의 노력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치열한 경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경쟁이 강조되지만 작품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꿈’으로만 

포장되었다(<표 4> 참조). 작품들에서 같은 꿈을 꾸는 다른 경쟁자는 보이지 않는

다. 카메라는 주인공 대룡과 일혁, 효정에게, 그들을 지도하는 교원 은희와 설경에

게(<꿈을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장혁과 유경, 원장과 지도교원(<기다리는 아버

지>)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꿈’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재의 능력을 구현하는 

것을 뜻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수령과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

하는 기제로 쓰인다. <소년탐구자들>은 예외적으로 학생 간 경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는 유치원생과 달리 중학생이라는 연령에서 오는 차이이기도 

하다.

<꿈을 속삭이는 소리>는 신의주 본부유치원의 실화를 극화한 작품으로 극중에

서는 “3중 예의 1월25일 모범 봄향유치원”이 배경이고, <소년탐구자들>과 <기다

리는 아버지>는 각각 중학생과 유치원 재교육기관으로서 당국이 정책적으로 

체제의 명운과 미래를 건 장소이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도 (강원도) 통천군 

어촌마을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학교지만 군 대표로 도 체육대회에 나가 우승을 

해내는 축구부원들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있다. 대룡이(<꿈을 속삭이는 소리>)는 

겉보기엔 매사 의욕이 없이 느릿느릿하고 늦되며 먹을 것에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숨겨진 재능이 있다. 장혁(<기다리는 아버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원수님’을 만나는 꿈까지 꾸며 원수님 앞에서 재능을 뽐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용남(<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이는 축구를 반대하는 어머니와 함께 축

구하는 꿈을 꿀 정도로 자신의 꿈을 펼치려는 열망이 가득하다. 이렇듯 현재는 

부족한 듯 보이지만 아이들 속에 품은 끼와 ‘꿈’을 통해 동심도 자극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체제 과시의 첫 번째 기제인 ‘꿈’은 현실의 모순을 뒤로 한 채 두 번째 기제인 

‘환상’으로 이어진다. 북한 문학예술에서 허용되는 환상은 ‘과학환상’과 ‘사회주의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그리는 환상’이다.80) <소년탐구자들>은 두 가지를 모두 담

2015년 10월 현재 1편씩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평양연극 화대학에

서 제작과 배역을 맞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79) 황봉송,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에 이런 교육자들이 서있다,” ｢조선예술｣2015년 3호, 

54~55쪽.
80) 북한에서 ‘환상’은 사실주의 혹은 리얼리즘의 개념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환상’은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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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환상을 문학이 아닌 화로, 현실을 배경으로 극화한 첫 번째 작품일 

것으로 짐작된다. 주인공 청송은 전국에서 선별된 수재들이 모인 금성학원 물리소

조원이다. 텔레비죤 과학환상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청송이 선택한 ‘환상’의 주제

는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마을을 지켜낸 무명용사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로써 혁명적 ‘과거’와 새롭게 맞이한 ‘현재’, 밝은 ‘미래’라는 세 가지 시공간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체제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설정으로 보인다. 청송이와 친구들은 청송의 우승을 축하하고 다함께 산 정상에 

올라 “마음껏 환상하자!”라고 외친다. 주제가 가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펼치

는 환상이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표 4> 참조).

<표 4> <꿈을 속삭이는 소리>와 <소년탐구자들>의 엔딩 주제가 가사

<꿈을 속삭이는 소리> <소년탐구자들>

꽃수레에 고이 실어 꿈나라에 보내줄까 

아이들아 꿈나래를 마음껏 펼치거라

너희들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내 나라는 

따사로운 햇님의 사랑의 품이란다

우리들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내 나라는 

따사로운 햇님의 사랑의 품이어라

꿈 많은 시절 탐구의 시절

환상은 무지개처럼 꽃바다처럼 황홀해 

과학환상 공상의 꿈 아니라네

훨훨 날으자 씽씽 날으자

행복이 웃고 있는 미래로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이 세상에는 첨단의 비  많아라

우리에게는 지식의 열쇠 있지요

과학환상 저 멀리 꿈 아니라네

훨훨 날으자 씽씽 날으자

만복이 기다리는 미래로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대비되는 부정적인 의미, ‘비과학’, ‘반동’적인 의미를 갖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학

에서 ‘환상’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넘어서는 ‘환
상’을 사용해야 하는 역이 있다. 특히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이 그렇다. 아동문학과 청

소년문학에서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수법으로 

평가한다. 아동문학에서 ‘환상’은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고 지적 호기심을 높여주는 ‘과장

법’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과학환상문학’에서는 미래의 과

학세계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요소로 평가한다. 전 선, 앞의 글(2014), 393쪽; 황정상, 주
체적 문예리론연구(18) 과학환상문학창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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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과시의 세 번째 기제는 그립고 기다려지는 ‘아버지’다. 북한의 예술작품에

서 ‘아버지’는 친아버지와 수령을 뜻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기다리는 아버지>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및 김정은 우상화가 본격화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김정은 

시기 수령인 ‘아버지’는 평소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유치원 아동들에게까

지 다가서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고 한층 친 해진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부재한 

아버지에 대한 진한 그리움은 <한 녀학생의 일기>(2006), <소원>(2011)에서도 중

심내용으로 그려졌다. <한 녀학생의 일기>에서 중학교 졸업반 수련이 갖는 아버

지에 대한 그리움 속에는 불신과 서운함이 깔려 있었다면, <소원>에서 소학교 

1학년생 철송은 불신보다는 서운함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에서는 더욱 절절한 

그리움으로 변화되어 왔다. <한 녀학생의 일기>와 <소원>에서 친아버지가 ‘아버

지 장군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서 그리움과 일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면 <기다리는 아버지>에서는 친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아버지 원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대체하고 자신이 직접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로 보상받는

다. 그 이면에는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 원수님’의 배려로 새로 지어진 예술 재 

특화 유치원인 ‘경상유치원(극중에서도 경상유치원)’에서 인재강국의 꿈을 실현

시키려는 열의로 넘치는 교원들과 ‘창전거리에 새로 일떠선 아파트’에 입주한 

재들이 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1부 마지막 에피소드로 장혁이의 그리움이 친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원수님’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시점이다(<화면 11.1~16> 참조).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 현장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는 친아버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장

혁은 마침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 공항에 간다. 그런데 하필 

그때 공항 텔레비전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유치원을 현지지도 하고 있다는 방송

을 보게 된다. 갈등하던 장혁은 결국 아버지에게로 가던 길을 되돌려 “아버지원수

님”을 향해 달려간다. 친아버지를 그리던 장혁은 이제 어머니와도 떨어져 평양에 

남고, ‘아버지원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념으로 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우승

하여 인재강국의 꿈을 구현해낸다. 장혁이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 유치원으로 돌아

가는 장면은 40분 분량 중 6분가량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여섯 살 나이의 장혁은 

여러 차례 극과 극의 감정을 오간다. 장혁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원수님’에 대한 경외심과 혼자만 만나지 못한 절망에 가까운 안타까움에 

젖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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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11.1~16> <기다리는 아버지> 장혁의 심리 변화81)

제2절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역설적 미장센

아동·청소년 형상 문학이나 예술은 ‘동심주의’, ‘교훈주의’, ‘현실주의’적 경향을 

띠고, 이들 경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논쟁되고 있다.82) 북한식 문예이론인 

주체사실주의를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아동·청소년 문학예술도 이 관점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훈육의 대상으로서 보는 인식이 강한 북한인만큼 

문예작품에서 이들을 교양하기 위한 ‘교훈주의’와 ‘현실주의’가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이들 세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심’을 강조하며 아동문학, 아동

화, 청년문학과 같은 장르가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잘 교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형상에 있어 김일성 및 김정일 시기 

81) 유치원에서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를 만나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사이

에서 갈등하던 장혁은 결국 어머니를 따라나선다(1~3). 공항에서 원수님이 유치원에서 아

이들을 일일이 만나주었다는 소식과 TV화면을 보는 장혁. 처음에 기뻐하던 데서 점점 울

먹거리게 된다(4~8). 정신없이 공항을 뛰쳐나와 교통보안원의 차를 타고, 장혁을 찾아다니

던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보안원의 폰으로 통화를 하고 안심하게 된다(9~11). 유치원에 도

착했지만 텅 빈 운동장(12). 아이들이 달려 나와 저마다 자랑을 늘어놓는다(13). 울먹이며 

듣던 장혁은 원장님을 보자 왜 자기를 공항에 보냈냐며 대성통곡한다(14~16).
82) 잭 자이프스, 앞의 책(2008); 조셉 조네이도, 앞의 책(2011); 원종찬, 동화와 어린이: 원종

찬 평론집 (파주: 창비, 2004); 요꼬스까 카오루, 박숙경 옮김, “동심주의와 아동문학,” ｢창
비어린이｣ Vol.2 No.2(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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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에서 교훈주의와 현실주의가 두드러진다면, 김정은 시기 작품들에서는 세 

가지 경향 모두를 발견할 수 있다. 어쩌면 동심주의가 가미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성과 주체사실주

의 경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 형상 작품들에서는 기존의 주체사실주의가 구현하는 

혁명적 낭만성이나 비장함은 발견할 수 없다. 대신 기존에 제작되어 왔던 경희극적 

작품들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와 작품의 개연성과 상관없이 체제 선전을 위해 설정

되곤 하던 장면들이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에 동심주의가 가미되면서 체제의 미래

를 희망적으로 화면에 담아 보인다. 강성대국의 대문에 대한 평가보다 ‘강성국가’

나 ‘사회주의문명국’, ‘체육강국’, ‘과학강국’, ‘인재강국’ 등 끊임없이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를 담은 미장센과 희망을 담은 관념으로서 동심

을 활용하고자 하 다.

<꿈을 속삭이는 소리>에서는 신의주 본부유치원(극중에서는 봄향유치원)의 잘 

꾸려진 실내외 경관, 학생소년궁전, 동물원 등을 보여준다. 이는 김정일 시기 한창 

체제 선전성을 띠었던 2000년대 초반 경희극 작품과 유사하다. 등장인물들의 복색

도 점차 화려해진다. <소년탐구자들>에서 교사나 청송 등 학생 모두 잘 차려입었

다. 학생들이 산에 오를 때도 등산모부터 등산복, 등산화까지 잘 갖춰 입은 모습이 

이채롭다. 

2014년 새해 첫 날 방 된 <기다리는 아버지>는 작품 자체가 그야말로 김정은의 

치적 홍보물과 같다(<화면 12.1~12> 참조). 작품 배경인 경상유치원은 본보기 시설

로 잘 꾸려놓았다고 원장의 대사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평양 도시 경관, 화사한 장식소품과 각종 최신형 가전제품으로 꾸며진 창전거리 

새 아파트 실내, 놀이공원, 공항, 휴대폰 등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워졌던 각종 

시설물과 물건들이 등장한다. <꿈을 속삭이는 소리>에서 모범교원인 은희는 제자

이자 후배 교원인 설경에게 선생님의 옷차림이 자주 바뀌면 아이들 교양에 좋지 

않다고 충고했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런 언급 없이 교원들이 현재 남한 여성들과 

비교해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다채로운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의 양장 차림이

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에서도 작은 어촌마을이지만 깨끗하고 말끔한 주택환

경, 미용실, 온실재배 토마토, 휴대폰 등의 나무랄 데 없는 편의시설로 인해 북한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게 해준다. 학생들의 차림새와 외모도 깨끗하고 단

정하다. 축구부원들은 유니폼도 잘 갖춰 입고, 운동장에는 잔디도 까는 등 기자재

까지 신경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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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12.1~12> <기다리는 아버지> 체제 선전 장면들83)

또한 제목이나 소재에서 ‘꿈’과 ‘환상’, ‘탐구’ 등의 단어를 설정한 것에서 ‘생기

발랄, 순진무구, 호기심, 열정, 힘찬 기상’ 등 아동·청소년들이 가진 이미지를 극대

화시켜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들 작품 속 중심 주인공들

은 모두 남성이다. 새롭게 시작된 희망찬 미래의 상징으로 설정된 젠더는 아동과 

청소년 세대의 ‘ 재’인 남성이었다. 북한 화와 드라마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변화를 제시해왔다면 ‘남성’인물은 보수적이고 경직

된 이미지로 체제 고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동과 청소년 세대의 ‘ 재’

인 남성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희망적으로 변화되는 현실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인물 설정임을 알 수 있다.

83) 장혁이네 주방, 침실, 거실 전경(1~3), 경상유치원 내·외부 시설(4~6), 놀이공원(7), 교예극장

(8~9), 극 중 마지막 장면에서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아이들 모습 위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경상유치원 최장흥, 리유정 어린이들이 제20차 국제청소년쇼뺑피아노경연

에서 각각 1등상과 특별상을 수여받았다.”는 자막이 뜬다(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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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세습이라는 과도기에서 절충적 인물 설정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인물의 

개별화된 형상에 치중한 충실성 강조와 노래 자막의 등장이다. 김정일 시기 작품들

에서는 주인공이 주위 친구들과 함께 조직생활을 통해 충실성을 배양하고 집단주

의 심성을 단련해 나갔다. 반면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는 집단주의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경쟁만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사라졌던 노래가

사 자막이 다시 등장했다.84) 이는 집권세력의 불안감이 드러난 대목이다. 여기서 

소개한 작품들이 작품성보다는 체제 홍보에 치우쳐 있기는 하나 꿈과 환상을 노래

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하 다는 점에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인민생활을 향상

시켜 내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설정장면들과 

함께 노래 자막이 깔린 대목에서는 그 이면의 불안감이 여실히 느껴진다. 굳이 

문자로 전달해야 할 정도로 사상교양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85) 

<소년탐구자들>에서는 43분가량의 러닝타임 중 31분경에 배경음악으로 깔린 

노래와 함께 가사가 자막으로 뜬다(<화면 13.1~4> 참조).

<화면 13.1~4> <소년탐구자들>

<1절> 깜짝 놀랄 발견은 어른들만 하는가
우리도 과학의 새별이 되리라
별 별 별 별 너랑 나랑
크고 작은 발견들을
세상에 내놓자 우린 소년탐구자
<2절> 과학환상 푸른꿈 이땅우에 펼치면
행복의 별무리 별무리 되리라
별 별 별 별 너랑 나랑
백년세월 앞당겨서
세상에 내놓자 우린 소년탐구자 
우린 소년탐구자

84) 1970년대까지 제작된 작품들에서는 화주제가의 가사 자막을 흔히 볼 수 있다.
85) 실례로 이 작품이 방 된 다음 달 김정은은 2014년 2월 24~25일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

일군대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조
선중앙통신> 2014.2.26. 이 대회는 1974년 2월 19일에 열렸던 제3차 사상일군대회의 40주
년에 즈음해 열렸다. 김정일은 제3차 사상일군대회 직후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
대원칙》(1974.4.14.)을 발표했고, 김정은은 제8차 사상일군대회 8개월 전에 《당의 유일적

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2013.6.19.)을 발표했다. 또한 제3차 사상일군대회는 1967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다룬 “반당반혁명적 종파사건”(박금철, 이효순 숙

청사건)으로부터 7여 년이 지났을 때 열렸던 데 반해 제8차 사상일군대회는 2013년 12월
의 “반당반혁명적 종파사건”(장성택 숙청사건)으로부터 2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 열렸다. 
그만큼 사상전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숙청사건의 여파를 종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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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기다리는 아버지>에서는 장혁이 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 나가기 전날 

원장은 장혁에게 김정은을 연상하며 피아노를 쳐보라고 한다. 김정은이 유치원을 

방문하여 원생들의 공연을 보아주며 앉았던 객석을 가리키며, 바로 지금 보고 있다

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장혁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과 객석 근처에 서서 흐뭇하

게 바라보는 원장, 김정은이 앉았던 좌석을 번갈아 보여주며 노래 자막이 나온다

(<화면 14.1~6> 참조). 마지막 장면은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마당에서 함성을 

지르며 밖으로 달려 나오는 모습 위로 ‘주체101(2012)년 7월 14일’이라는 자막과 

함께 김정은이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켜 다시 찾아주었다는 내레이션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때 아이들이 달려 나오는 건물 중앙 거울로 된 외벽에는 ‘경애하는 김정

은장군님 고맙습니다’라는 글귀가 박혀 있다.86)

<화면 14.1~6> <기다리는 아버지>

꽃다발을 드릴가

노래불러 드릴가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아 보고 싶은 

김정은원수님

결국 화려하고 잘 꾸며진 도시 건물의 내외장과 유락시설, 잘 갖춰 입은 등장인

물들 등 과도하리만치 설정된 화면에 주제가 자막에 이르기까지 화의 미장센들

에서 통치집단의 지향과 내면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제작된 작품에서 

보이는 일련의 특징은 주민들에게 펼쳐 보이려는 세계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지만 

그 속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가지는 희망과 불안이 한데 엉켜 있다. 

86) 기록 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창전소학교, 경상탁아소, 경상유치원을 

현지지도하시 다>(조선중앙TV, 2012.5.30.)에서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

다”라고 쓰인 것과 달리 불과 두 달 후 방 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상유치원을 

돌아보시 다>(조선중앙TV, 2012.7.14.)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고맙습니다”라고 바

뀌었다. 이로써 경상유치원은 김정은의 치적으로 대체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 계획된 경상유치원 재건축은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재빠르게 김

정은의 가시적 성과물로 탈바꿈되었다.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TV드라마의 욕망,” ｢통
일인문학｣60집(2014), 214~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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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교육87)을 강조하고 인재 양성에 투자했던 것은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이

었고, 그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화와 드라마에서도 잘 드러났다(<표 5> 참조).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도 재인 아동·청소년과 그들을 양성하는 교원을 주연으로 

한 작품들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정권이 얼마나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지를 뚜렷이 

알 수 있다. 나아가 ‘인재강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

다.88) 게다가 김정일의 말씀임을 강조하며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유

치원 및 소학교 아동들을 집중 조명하 다.

<표 5> 북한 영화 속 아동·청소년의 재능 분야 및 배경89)

종목․배경 해당 작품

체육계

축구·역도·농구·리듬체조·수중발레(<청춘이여>, 1995), 체조(<나의 아버
지>, 1996), 유도(<소녀유술강자>, 1998), 마라톤(<달려서 하늘까지>, 2000), 
축구(<한 녀학생의 일기>, 2006; <우리 녀자축구팀>, 2011;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2014) 등.

예술계
예술체조(<나의 아버지>, 1996; <푸른 주단우에서>, 2000), 노래(<높이 나
는 새>, 2003; <그는 대좌 다>, 2004)), 붓글씨와 그림(<꿈을 속삭이는 소
리>, 2012), 피아노(<기다리는 아버지>, 2013) 등.

과학계
컴퓨터(<열두살>, 2003), 이과대학 입학(<한 녀학생의 일기>, 2006), 중학교 
수재(<산촌에 피는 노을>, 2010), 과학환상소조(<소년탐구자들>, 2013) 등.

일상생활
소학교(<2학년생들>, 2002), 야 소(<사랑의 집>, 2002), 학교와 농장(<수
업은 계속된다>, 2007), 유치원(<나의 집>, 2007) 등.

87) 전경남, “북한의 재교육,” ｢한국학연구｣48집(2014) 243~265쪽 참조. 북한은 당면한 경제

적 어려움을 타개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북한의 평

등주의 교육관과 양립 불가능한 수재교육을 1980년년대 이후 김정일의 주도하에 도입하

다. 재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주로 김정일의 교시나 연설의 형태를 통해 천

명되어 왔다. 제1중학교 중심의 수재교육체제가 거의 확립되어 가는 시점인 1999년의 북한

의 교육법과 2011년에 새롭게 제정된 보통교육법에 수재교육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게 

된다. 남한과 비교할 때 그 내용은 그 내용과 범위 및 구체성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라

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음 문헌을 참조. 방미경,「북한 재교육제도 연구｣경원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조정아, “2000년대 북한의 교육 전략과 교육생활세계의 

변화,” ｢북한경제리뷰｣ 4월호(2009).
88) 2014년 9월 5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 전달된 김정은의 노작에서는 

교원과 교육 관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기관들과 지방의 자

립성·책임성을 높여 시대와 현실이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교육 부문 간부들이 총집결하는 전국교육일꾼대회가 열리는 것은 김정일 

시대인 200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

의 나라, 인재강국을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4.9.6. 
89) 아동·청소년이 비중 있는 주조연급의 인물로 등장하여 이들의 재능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한정하 다. 진한 글씨는 김정은 시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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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이전 시기 작품 경향에 견주어볼 때 김정은 시기 작품의 특징은 

각각 차이점 세 가지와 지속되는 공통점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화 및 드라마에서 유치원 아동들이 조명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 시기 유치원 연령대의 아동은 부모를 교양하기 위한 매개로 설정되었고, 

비중도 약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는 ‘ 재’인 개인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

점이다. 

김정은 시기 유치원 아동이 주연인 두 작품 <꿈을 속삭이는 소리>, <기다리는 

아버지>는 재교육에 초점을 둔 작품이다. 각각 중학교와 소학교 학생이 주연인 

<소년탐구자들>과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역시 그러하다. 앞서 언급하 듯이 

이들 작품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기대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체제 선전물이고, 

주연인물이 아동이라는 점은 김정은의 젊은 나이와 짧은 연륜에 부합하기 위한 

설정이기도 하다.

반면 이전 시기 제작된 수많은 작품 중 5~6살 유치원 아동이 주연인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아나 아동의 경우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또는 그 갈등의 봉합

에 쓰이는 매개 인물이었다. 자녀양육과 가정 살림에 소홀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별거와 이혼을 들먹 다가 다시 화해한다는 식이다(<우리는 모두 

한가정>, 1984; <해운동의 두 가정>, 1996; <가정>, 2001; <엄마를 깨우지 말아>, 

2002 등). 2007년도에 제작된 유치원을 배경으로 한 <나의 집>의 경우 소재와 주제, 

젠더 설정 등 여러 측면에서 김정은 시기 작품들과 비교되는 작품이다. <나의 집>

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돌격대원 출신인 김신희가 평양은정유치원에 신임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신희의 눈에 띄는 두 여자아이, 봄순과 

은혜의 사연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봄순은 예쁘고 귀여운 외모지만 지저분한 

차림새와 그늘이 진 우울한 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은혜는 깍쟁이로 통하며 평소 

남의 말을 쉽게 하고 거짓말도 능숙하게 한다. 그 속사정은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의 결함에 있다. 봄순의 엄마는 세련되고 유능한 직장여성이지만 아이를 

방치하 고, 은혜의 엄마는 가두녀성(주부)이면서도 상점에서 직장 핑계를 대고 

좋은 물건을 차지하는 등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아이 앞에서 거짓말도 스스럼없

이 하는 이다 결국 이 작품은 두 엄마의 자녀교육 태도를 통해 주민들의 사상적 

관점과 생활태도를 교양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대 중반에 유난히 교사 및 학생들

이 주연인 작품과 도덕 및 예절 교양에 관한 TV 단편드라마가 많이 제작된 흐름과

도 일치한다.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술 분야의 재들을 국가의 미래로, 북한식 세계화를 구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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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선전의 기수로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 작품에서는 예술 분야에 관심

을 가지고 재능을 키우려는 아동이나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려는 부모가 

부정적으로 형상되는 경향이 많았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일옥(<높이 나는 새>)

이나 혜경(<그는 대좌 다>)의 경우가 스스로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충성스런 부모와 대립하는 경우이다. 반면 경실(<붉은 감>, 1998)은 딸을 군인으로 

키우려는 어머니와 손녀에게 손풍금을 가르쳐 평양음악대학에 보내려는 할머니 

사이에서 갈등한다. 선화(<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2부, 2001)도 마찬가지로 재능

이 부족한 손녀를 억지로 음악공부를 시켜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웅집안

임을 들먹이며 학교장에게 압력까지 행사하는 할머니와 이를 막는 어머니 사이에

서 힘겹다. 또한 효일(<2학년생들>, 2002)은 다른 친구들은 모여 노는데 자신은 

어머니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워야 하고, 심지어 놀기만 한다며 학습반에 보내주지 

않아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 한다. 현옥(<은방울꽃>, 2003)은 ‘여자는 예술가’가 

되는 게 최고라며 노래 연습을 시키는 가수 어머니의 기대를 꺾기 위해 일부러 

노래를 못 부르는 척할 정도이고, 현옥의 아버지는 ‘공부 잘 하는 게’ 최고라며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지만 아내의 열성을 막지 못한다. 

이렇듯 예술적 재능을 키우려는 부모나 조부모는 부정인물이고, 당 정책에 부응

하여 군인이나 과학자로 키우려는 남편이나 며느리가 긍정인물로 묘사된다. 그 

사이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려는 모습은 드물다. 이는 먼저, 당국의 정책

이 변화해오는 걸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현실의 단면도 유추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음악가로 키우려고 하거나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열성을 보이는 등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북한 주민들 모두 시혜의 대상인 것처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모색해가는 것을 장려하고 존중하

는 시각은 부족하고 당 및 성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교양 받고 지도받아야 할 대상으

로 그려진다.

세 번째 차이점은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는 부정적 인물의 행위가 비중 있게 

그려지지 않는데 아동·청소년 인물이 특히 긍정인물 일색이라는 점이다. 또한 주연 

인물이 모두 남자 어린이거나 청소년이며 긍정인물이다. 이전 시기 작품들에서 

인격적으로나 생활태도에서 미숙한 아동·청소년 인물의 성장기가 그려졌고, 그런 

부정적 형상의 주연 인물 중 여성이 많았던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김정은 시기 

들어서도 시기가 흐를수록 점차 부정인물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전 

시기 정세에 따라 달라진 작품 경향을 두고 판단해 보면 부정인물의 비중이 강화되

고 성별이나 계급, 소재 등이 다양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와 비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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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추측된다.

한편 이전 시기와의 공통점은 첫째,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교사와 아동·청소년과

의 관계가 매우 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 대부분의 작품에서 아동·청소

년이 주연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부모는 혁명가이거나 열사이다. 자녀 양육에서는 

충성동이가 되라는 것이 핵심일 뿐으로 그들의 꿈과 지향 또한 당국의 정책에 

맞추도록 강제하는 모습이다. 자녀를 살뜰히 챙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는 

대부분 부정적인 인물일 경우다. 따라서 새 세대를 교양하는 작품들에서 주연은 

아동·청소년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이다. 교사는 친부모 이상으로 이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보살핀다. 모범적인 교사상과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김정

은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중후반 교사와 교육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교육비리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섬이나 외진 곳으로 자원진

출하여 평생을 바치는 교사는 많은 작품에서 사회주의미풍의 소재로 쓰이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도 다루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김정은 시기 작품은 재 개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중만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집단주의 의식이나 조직생활에 대해 강조하거나 교양하는 모습 또는 취약

계층에 대한 묘사가 드물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부모는 조연일 뿐이긴 하지만 

부모들이 일상에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모습이 그다지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둘째, 인물들의 이미지가 유사한 편이다. 나이대가 더 어려지고 남성 중심이라는 

점은 김정은 집권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고 제작되는 작품 수도 너무 적기 때문에 

향후 달라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선호되는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90) 앞에서 본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인물형(<화면 9.1~6>, <화면 

10.1~6> 참조)과 김정은 시기 인물형을 비교해 보면 특히 동그란 얼굴형이 유사하

다(<화면 15.1~3>, <화면 16.1~4>, <화면 17.1~4>, <화면 18.1~3> 참조). 눈, 코, 

입매가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어 보인다는 점도 그렇다. 남자어린이들이 통통한 

반면 중학생인 <소년탐구자들>의 주인공 청송은 <수업은 계속된다>의 강범처럼 

북한 주연급 배우로서는 드문 얼굴형인 갸름하고 냉소적으로 보인다는 유사점도 

있다. 상대적으로 김정은 시기 남자 어린이는 더 통통하고, 여자 어린이는 가냘프

고 새침한 이미지로 변했다는 차이점도 보인다. 

90) 이는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그란 얼굴형에 서글서글하면서도 강단 있어 보이는 

눈매와 입매, 오뚝하지만 부드러운 콧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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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15.1~3> <꿈을 기다리는 소리>(2012) 주연배우91)

<화면 16.1~4> <소년탐구자들>(2013) 주연배우92)

<화면 17.1~4> <기다리는 아버지>(2013) 주연배우93)

<화면 18.1~3>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2014) 주연배우94)

91) 왼쪽부터 <꿈을 속삭이는 소리>에서의 주인공 대룡은 신의주교원대학 부속학교1학년 학생

인 허진성, 일혁은 신의주 백사소학교 1학년 학생인 선일진, 효정은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생인 림지예, 어린 설경도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생인 한설이 맡았다. 첫 화면에서 주제가가 

흐르면서 주인공들이 순서대로 등장하지만 작가와 작곡 등 주요 제작진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배역은 마지막 자막으로 나온다.
92) 드라마 첫 화면에서 주제가와 함께 흘러나오는 자막을 통해 배역을 맡은 인물명이 나온다. 

왼쪽부터 청송은 강반석고급중학교 학생인 박세진, 은별은 평양연극 화대학 배우학부 배

우전문부 학생인 한송이, 순남은 금성학원 학생인 김청송, 목란은 금성제1중학교 학생인 

조수미가 맡았다. 실제 수재 중학교 학생들이 역할을 맡은 점이 눈에 띈다.
93) 왼쪽부터 <기다리는 아버지>의 주인공 장혁은 경상유치원의 최대 , 유경도 경상유치원의 

현아림, 철남은 장경1탁아소의 김령은, 명성은 보통강구역 신원소학교의 길부건이 맡아 점

점 자신의 연령대와 드라마 속 인물이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었다.
94) 왼쪽부터 주인공 용남(최호룡 분), 명송(김학룡 분), 동팔(김은검 분)이다. 자막에서 소속 학

교 등의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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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별화된 주체와 일상을 향한 시선

제1절 심화된 경쟁과 개인주의

1. 학교 현장에서의 경쟁 심화

기존 북한 화와 드라마에서 강조되는 정체성은 단연 집단주의에 입각한 사회

적 정체성95)이다. 북한에서는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에 의해 청소년도 수령을 

뇌수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정체성, 즉 혁명적 수령관

과 당 및 조직 중심의 집단주의에 대해 교육받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북한 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삶은 북한 사회 전체가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들이 속한 소년단이나 학교, 사회와의 열린 관계 속에서 긍정적이고 성숙한 모습

으로 성장하는 것이다.96) 성장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품 초기 그들의 모습은 

부정적이다.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대부분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기보다 가족

과의 단란한 생활을 꿈꾸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려는 행동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자아 및 개인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는 두 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첫째, 

경쟁의 심화로 집단 정체성보다는 개인 정체성의 묘사가 강조된 측면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주연 인물들이 개인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에 대한 묘사는 긍정

적이다. 여기서는 먼저 학교, 교사, 부모, 학생들 서로 간의 경쟁 사례를 보고자 

한다. 이는 작품이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상을 반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당국 

차원에서 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극의 중심 갈등은 제자가 가진 적성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꿈을 지켜주려는 교사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지도하는 교사 사이에서, 또는 교사와 자녀의 장래를 독단적으로 정하고 어붙이

려는 부모 사이에서 일어난다. 여기에는 아동의 나이가 어린 탓도 있을 것이다. 

95) 정체성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자아 정체성, 개인적 정체성 및 사회적 정체성으로 나뉜다. 
자아 정체성은 개인이 자기에 대한 동일성과 연속성의 감각을 의미한다. 개인적 정체성이

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범주와 관점에서 규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정체

성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보다 넓은 사회적 범주에 의한 자기 정의다. 사회적 정체성은 개

인과 관계가 있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 내지 일체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정체성

은 집단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집단에 공통된 동류의식인 것이다. 임미화, ｢북한 

초등학생의 정체성 교육 연구: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 중심으로｣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2003), 10~14쪽 참조.
96) 전 선, 앞의 글(2005), 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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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적성에 대해 잘못 판단하거나 지도하는 것으로 나오는 교사의 경우 그들이 

어렸을 당시 부모나 담당교사의 잘못이 있었다고 그려진다. 

유치원 교사 설경(<꿈을 속삭이는 소리>)은 자신이 유치원 시절 붓글씨에 재능

을 보이고 당시 담당 교원이었던 은희(현재 설경의 동료)도 그 재능을 키워주려 

하지만 설경의 엄마는 가야금을 배우라고 강요했다. 축구소조 교사인 선향(<소학

교의 작은 운동장>)도 소학교 시절 축구를 무척 하고 싶어 하고 재능도 있었지만 

당시 부모와 담임교사(현재 선향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는 붓글씨를 하도록 했다.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선향이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하자 무시당하기도 

한다. 이렇듯 과거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제자들만은 부모나 어른들의 취향과 

견해에 따라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가진 재능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여 

적합한 조기교육을 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 강조된다. 

이것은 북한 화에서 흔히 당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노동자와 비판적으로 의견

을 제시하는 인텔리 계층을 대비시켜 보여주던 것처럼 당 정책에 부합하는 천성적 

재능을 지닌 아동·청소년과 시류에 편승하여 천성을 무시하는 부모나 교사를 대비

시킨 인위적인 설정이다. 그러나 현실을 반 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동들

이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주장을 관철하기 힘든 환경에서 성인들이 

일방적으로 아동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강요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모보다 더 친 한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가 작품 곳곳에서 보이며 

감동도 주고 갈등을 풀어주는 기제가 된다. 교사는 아이들의 재능 육성을 위해서 

헌신한다. 교사 선향은 안경 때문에 축구를 하기 힘든 명성의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 도소재지 병원까지 데려가고, 매일 여러 차례 얼굴 등에 지압을 해준다. 

명성이 “의사보다 선생님이 더 잘 한”다고 하자 선향은 “거짓말 할래”라고 말하면

서 귀엽다는 듯 웃으며 명성의 뺨을 철썩철썩 때리는 데 이것이 애정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아이들도 선생님을 따르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아픈 선생님을 지극정성 위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이 잔잔한 감동을 더하

며 심금을 울린다. 대룡은 밤마다 자신을 소년궁전에 데려가 서예를 배우게 하는 

선생님이 장대같은 비를 맞은 후 기침을 하는 등 아픈 기색을 보이자 자신이 집에

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돌아가려 한다. 명송을 비롯한 축구소조 

아이들도 장대 같이 내리는 빗속에서 훈련한 후 앓아눕게 된 선생님을 위해 산꿀을 

구하려고 벌집을 들쑤시다 벌들의 공격으로 강물에 뛰어들기도 한다. 명송과 철송

은 서로 자기가 약을 갖다드리겠다고 다투고, 철송은 기어코 선생님을 찾아가 감기

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낫는다고 들었다고 자신에게 팔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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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들은 당국이 교육일꾼들의 헌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서사들이고,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

준다. 그러나 <꿈을 속삭이는 소리>, <기다리는 아버지>에서 교사들의 모습은 집

착에 가까워 보인다. 2010년 작품인 <산촌에 피는 노을>에서부터 그런 조짐을 

보이는데, 수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사 간 학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자녀를 경쟁에서 유리하

게 해주려 애쓰고, 교사와 학교는 뛰어난 수재를 잘 키워 자신과 학교의 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설경과 동창이자 동료인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화제는 학창시절 수재 던 설경

이 맡은 반이 경연에서 4등밖에 못했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설경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까봐 위로한다. 마침 은희가 키워낸 여러 수재 제자들이 유치원으로 은희

를 찾아와 감사를 표시하자 부러워하며, 자신이 15년 전 은희가 맡았던 제자라는 

걸 밝히지 못한다. 경상유치원 원장(<기다리는 아버지>)은 ‘김정은 원수님’의 지

시로 본보기 유치원으로 새롭게 건물을 단장하게 되었고, 음악 인재 육성을 당부

하셨으니 더 잘 키워내자고 교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교원인 향희와 미는 

각각 높은반인 여섯 살 장혁, 유경이와 낮은반인 다섯 살 철남을 맡아 피아노를 

가르친다.

이때 결과 중심의 실리적 판단을 하는 모습과 부모나 가정환경을 중시하는 풍토

도 엿보인다. 향희는 유치원연주회 공연에 유경이를 추천한다. 장혁이가 재능은 

있지만 숙련이 필요한데 반해 유경이는 아버지가 작곡가라 가정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유리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곧 장혁이의 끼와 기질을 높이 산 원장의 

권유로 유경과 장혁이가 공동연주를 하게 되고, 이들을 더 잘 가르치려는 향희의 

고민과 노력이 펼쳐진다. 산만하여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장난도 심한 

다섯 살 철남을 맡은 미도 힘겨워 하면서도 또래에 비해 몸집은 작은 철남을 

귀여워하며 열성껏 지도한다. 

선향(<소학교의 작은 운동장>)도 군 내 제일 작은 학교라고 다른 학교의 무시를 

당하던 송안소학교 축구소조를 도 대항경기에서 우승할 정도로 열심히 지도한다. 

맹훈련으로 지친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졸기 일쑤에다 근육통으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뒤뚱거리고, 밤사이 오줌까지 쌀 정도다. 그래도 여기서는 집단체육인 

축구가 소재인 만큼 아이들끼리 서로 배려하거나 선생님을 위하는 데는 합심하는 

모습도 있어서 경쟁이나 개인주의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대신 흔히 강조되곤 

하는 사회주의경쟁, 즉 집단 간 경쟁인 학교 간 경쟁은 긍정적인 것으로 부추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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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향후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집단 정체성과 집단주의 함양

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작품이 나올 여지도 있을 것이다. 체제 개선과정에서 부딪힐 

지나친 집단우선주의의 병폐로부터 역으로 시장 확대와 사유화로 인한 자본주의 

경쟁 속 개인의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찰과 노력이 드러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 경쟁 속에 두드러지는 개인주의

<소년탐구자들>에서는 학생 간 경쟁의식과 개인주의가 두드러진다. <소년탐구

자들>에서는 집단을 위한 사회주의적 경쟁이라기보다 상대를 꺾으려는 경쟁심리

로 인한 갈등이 중심축이다. 중학교 물리소조 학생들인97) 청송과 그 친구 순남, 

은별과 목란은 각각 둘씩 짝을 지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청송은 소소한 

주변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전형적인 

수재의 모습이다. 그런 청송이를 믿고 따르는 순남은 평소 은별과 목란에게 장난을 

치고 시비를 걸어 분란을 일으키곤 한다. 암산을 잘 하는 은별과 그런 은별을 보조

하는 친구 목란은 청송을 앞세워 자기들을 무시하는 순남이의 언행에 파르르하고 

곧잘 시비가 붙는다. 

순남은 억 단위를 암산해 내는 은별을 ‘백과사전’이라고 부르며, “환상경연이 

뭐 교재나 졸졸 외우고 암산이나 잘 한다고 참가할 수 있겠니”라고 비꼬고, 은별은 

순남의 장난에 화가 나 ‘물리소조 망신’, ‘엉터리박사’라고 비난한다. 순남이 “언제 

봐야 제 잘난 척 하면서. 흥! 우린 더 중요하고 어려운 연구를 하고 있어!”라고 

으스대자, 은별은 “메아리 음파로 지나간 음성들을 되살려 보겠다는 꿈같은 환상? 

환상도 과학적인 계산에 기초해!”라며 반발한다. 그들의 다툼에 심드 하게 ‘진리

의 기준은 실천’이라고 말하는 청송에게 자존심이 상한 은별은 말로 하지 말고 

겨뤄보자고 제안한다. 

이 작품은 북한의 드라마에서 흔히 예견되는 전개를 보이지 않는다. ‘텔레비죤 

과학환상경연’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리라는 예상을 깨고 

계속 청송이를 중심으로 순남과 은별이네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화면 

19.1~9> 참조). 특히 은별이가 청송의 과학적 상상력에 대해 못미더워하고, 결국 

청송의 공동연구 제안을 거부한다. 경연에서 청송이네가 우승을 하고, 은별은 그동

안 ‘환상과 탐구심도 없이 암기만’ 했다며 반성하게 된다. 순남, 은별, 목란의 경쟁

97) 작품의 후원이 평양제1중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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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상대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모습, 중심인물이자 긍정인물인 청송조차 점

잖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에 응하고 주변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화합하려는 노력

을 보이지 않는 등의 모습이 수재중학교에서 흔한 일상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전 시기 작품에서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다툼과 화해를 통해 집단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을 그렸다면98) 김정은 시기에서는 개별화된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관심과 개성, 능력을 통해 자기만족과 성취를 이루며 당 정책을 구현해가는 식으로 

묘사된다는 점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화면 19.1~9> <소년탐구자들> 학생들 간 경쟁99)

이처럼 협력보다 경쟁구도100)가 지속되고 개인주의가 두드러지는 점 등은 이전 

시기에서 보기 힘든 서사 구조다. 인재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제시하는 수재 학생들

98) 대표적으로 <2학년생들>, <사랑의 집>, <열두살>, <은방울꽃>, <수업은 계속된다> 등으로 

이어졌다. 평양릉라소학교 3학년 소년단의 학습반 별 학습전투를 중심으로 한 <은방울

꽃>에서도 반장을 맡은 주인공 은향이 반에 속한 친구들을 모두 배려하고 아우를 수 있

도록 교사와 부모가 지도하고, 수재 양성의 경우에도 <열두살>에서는 교사가 뒤떨어진 

아이들이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
99) 평소 장난기가 많은 순남으로 인해 은별과 목란, 청송과 순남은 자주 대립한다(1~3). 무명

용사비 앞에서 결의를 다지는 아이들(4~6). 청송이 과도한 승벽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조언하고, 서로 협력을 도모해 보지만 결국 은별은 청송을 비난하며 각자 자기 방식대로 

진행하게 된다(7~9).
100) 조선예술 화촬 소 장자산창작단에서 제작하여 2015년 6월 2일 개봉한 <벼꽃>에서도 농

장 작업반 간 경쟁에서 1등을 위해 분조원들을 격려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가는 

선동원을 그렸다. 순위를 나타내는 도표와 반 깃발이 나부끼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등장시

켜 경쟁 분위기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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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으로 인해 개별화된 개인들의 고립되고 결핍된 

일상과 닮았다. 작품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꾸는 ‘꿈’과 ‘환상’은 국가권력이나 

성인에 의해 선별되고, 또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다. 공동체의 온전하고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개성과 존재감을 발견하고 개발해가는 방향

의 개인 정체성 발달이 필요하고,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성장해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101)

제2절 개별화된 정체성과 욕구의 표현

1. 집단 정체성에서 개인 정체성으로

김정은 시기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주연인 아동·청소년이 긍정적 인물

들이라는 것이다. 1990~2000년대 김정일 시기 작품에서 그들은 부정인물로 출발하

여 모범적인 성인들과의 갈등 속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자신

의 욕구를 드러내고 자신의 계급적 처지와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면 그들은 

어김없이 혁명적인 부모나 교사와 대립하 다.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의 

경우 자아 및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추구는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개인이기

주의로 치부되고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반동,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분위기 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 아동·청소년이 부정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긍정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들이 해당 시기 전체 주민들의 

교양을 위해 선택된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일까.102) 일단 당에서 중시하는 과학·

예술·체육 분야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간다는 점에서는 그러하다. 그런데 유의

할 점은 그들이 긍정인물로 묘사되고는 있지만 기존에 보여주던 집단주의적 정체

성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그들이 자신이 지닌 끼와 재능을 발견하고, 마음껏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자아 및 개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전 시기 작품과의 근본적 차이점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101) 전경남, 앞의 글, 262쪽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재교육은 개인의 자

아실현보다는 국가의 목적에 충실히 종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외시하고 국가의 

목적에만 기여하는 재교육은 곧 그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개인과 국가 간의 균형점을 

찾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교육에 북한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02) 김정은 시기 작품이 많이 제작되지 않았고, 정권이 이양된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부

정적 인물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분석은 앞에서 언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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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공화국’에 광을 안아오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온통 그에 관련된 고민과 갈등만 존재

한다. 집단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간 갈등이나 집단의 대의와 개인 이익 

추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고민과 갈등은 교사

와 부모 사이에서, 교사 간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아이

들은 소극적이지만 자신의 욕구도 표현하고, 정체성을 발견해 간다.

<꿈을 속삭이는 소리>에서 주인공인 대룡이는 몸집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크지

만 모든 면에서 행동이 굼떠서 담당교원인 설경103)으로부터 아예 ‘천천이’로 낙인

찍힌다. 농악 공연에서는 꽹과리를 맡아 가끔만 치면 되는데 그것마저 박자를 놓치

기 일쑤다. 설경에게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며 ‘똘똘이, 곱단이’로 평가받는 효정이

가 한글수업에서 정답을 척척 맞히는 반면 대룡이는 힘들어한다. 운동회에서 낱말

표를 보고 그 단어에 맞는 그림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간단한 릴레이 게임조차도 

머뭇거리며 완수하지 못한다. 꽹과리 공연에서 제외되고, 체육대회 때 일로 아이들

에게 놀림을 당하는 걸 알게 된 엄마는 대룡이에 대한 기대104)를 아예 접어버린다. 

대룡이는 시골의 할아버지네로 보내지면서 유치원도 옮기게 된다. 

이렇듯 얼핏 보기에 대룡이는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데, 이로 인해 유치원 생활도 

어려워지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게까지 된 것이다. 대룡의 친구인 일혁도 수시로 

아무데나 낙서를 하고, 심지어 수업시간에 대룡이와 대판 싸우기까지 하여 말썽꾸

러기로 취급된다. 철도 노동자인 아버지는 집 벽을 온통 그림으로 채우던 일혁이 

거리의 속보판(정치선전물)에까지 그림을 그리자 노발대발한다. 반면 설경의 기대

를 한 몸에 받는 효정이의 경우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며 리더십도 보이고 

다재다능하다. 그런데 설경에게는 효정의 붓글씨 재능만 눈에 들어와 자신의 꿈이

었던 서예신동으로 효정을 키우려고 애를 쓴다. 설경이 다른 아이들은 제쳐두고 

온통 효정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매일같이 달라붙어 서예지도를 하지만 효정

은 점점 지루하고 재미없어 하게 되고 실력은 늘지 않는다.

작품에서는 모자라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성인의 시각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103) 설경은 신의주교원대학에서 전 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전국서예소묘축전에서 입상

까지 한 재원이지만 어린 시절 자신의 꿈(서예)을 펼쳐 보지 못했던 회한으로 유치원 교

양원으로 자원해 온 경우다. 외국어와 컴퓨터에도 능통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력이 짧아 

아이들을 현상적인 모습으로만 파악하여 실수를 연발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104) 대룡엄마는 유치원 농악공연 때도 대룡이가 돋보이도록 “옷이 날개라고 내가 잘 아는 양

복점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색동 한복을 입히고, 중심에 세우고 으쓱해하기도 하는 

등 평소 대룡이에 대한 기대와 지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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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의 세계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룡, 일혁, 효정이는 모두 유치원 

분과장이자 오랜 경력의 교원인 은희에 의해 뒤늦게 천성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다. 

먹는 것만 찾고, 하기 싫다는 말을 반복하는 대룡이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이,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남다른 아이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낱말표를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행동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든 수

재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대한 기호가 분명하고, 

‘ㅏ’라는 모음을 보고 ‘ㅅ’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호랑이’라 씌어진 낱말표

를 보고 바닥에다 다른 글씨체로 그 단어를 써보기도 한다. 일혁이도 알고 보면 

자기 그림에 대한 애착으로, 전날 꿈 꾼 것이나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상상의 나래

를 펼쳐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다. 아버지에게 혼이 나면서도 그리는 걸 포기할 

수 없던 일혁이는 아버지가 쓰레기통에 버린 자신의 그림들을 상자에 담아 공원 

나무 밑에 숨겨 놓기까지 한다. 효정도 다재다능한 재능 속에서도 특히 수학에 

재능 있는 신동임이 밝혀지게 된다. 

아이들의 동심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기다리는 아버지>에서도 이어진다. 장혁

이는 피아노에 대한 애착이 크고 경쟁심도 있다. 이른 아침 엄마가 깨워서야 일어

나는 늦잠꾸러기면서도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유경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자 질투심이 발동하여 심술을 부리기도 한다. 원장은 장혁이가 ‘자존심이 

세고 당돌한’ 아이라 연주에서도 ‘개성과 기질이 나오는 장점’이 있다고 장혁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연에 내보내 날개를 달아주자고 한다. 실제로 장혁은 집으

로 돌아가던 길에 학생예술선전대 공연을 듣고 트롬본의 음이 틀린 것을 알려줄 

정도의 수재지만 순간적으로 그걸 알아듣고 도로로 발길을 돌려 교통사고까지 

당할 뻔 한다. 그 길로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 피아노 연주에 열중하는 바람에 

장혁이가 없어진 줄 알고 찾아다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피아노에 

심취해있는 음악신동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 장혁이는 친구들이 아버지와 있는 

걸 보면 침울해한다. 유치원 공연에서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시울을 붉히다 

박자를 놓치게 된다. 장혁이와 같이 연주했던 유경이는 장혁이가 심술을 부린 거라

며 눈을 흘기고 둘은 다투고, 선생님도 그렇게 오해하기도 한다. 

김정은 시기 작품들에 나오는 가정 대부분이 외동자녀를 두고 있다는 설정이고, 

출산율이 저하된 북한 사회에서 실제 가정들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동심은 친구의 아픔을 같이 하고 낯선 아이와도 금새 친해지는 것으로도 묘사되고 

있다. 유경이는 나중에 장혁이가 혼자만 ‘아버지 원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 실망하

고 툭하면 울자 ‘다시는 심술쟁이라고 안 할게’, ‘전번에 교예극장에서 너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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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고 한 건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라며 위로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이외에도 

한 살 어린 장난꾸러기 철남이 걸어오는 장난을 잘 받아주는 장혁이와 그 둘이 

친형제처럼 지내는 모습, 연주회에서 처음 만난 명성이와 바로 친해져서 어울리는 

모습 등에서 어린이 특유의 천진난만함과 친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

이 유치원의 잘 꾸려진 체험실이나 잘 갖춰진 장난감 및 교구 등과 놀이동산, 교예

극장 등의 체제 선전을 위한 설정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동심의 표현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전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일원으로서 집단주의를 묵직하고 

엄숙하게 형상하는 것과는 달리 아동들의 아기자기한 일상으로 유연하게 묘사되

기 때문이다.

2. 인물의 주체적 심리 묘사와 욕구 표현

또한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 시각이 시기별로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아동·청소년 인물의 시점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꿈을 속

삭이는 소리>에서 대룡이나 일혁, 유정이 관심을 갖는 것이나 두드러진 재능은 

모두 교사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행위가 이해

되지 않거나 표면적으로 다가올 뿐이었던 것을 은희 선생도 뒤늦게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일일이 그 행위를 해석하여 들려줄 때에서야 아이들의 눈높이로 맞춰지

게 된다. <소년탐구자들>과 <기다리는 아버지>에서는 당사자의 시점에서 상황이 

전개된다. 

<소년탐구자들>에서는 인물들이 중학교 학생이기에 선생님들은 격려하고 당이 

이끄는 데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보조인물로 잠깐씩 나올 

뿐 스스로 극을 이끌어간다. <기다리는 아버지>에서는 대룡이처럼 유치원생인 

어린 장혁이지만 장혁이의 시점에서 상황이 전개되기에 음악을 사랑하고 아버지

를 그리워하고 원수님을 그리는 장혁이의 마음에 동화되도록 하 다. 교장이 해석

해주기 전에 관객이 먼저 장혁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에서도 소학교 4학년 학생들인 만큼 용남이나 명송 등은 자신의 주장

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용남은 어머니와 심각하게 갈등하며 어머니의 

직장인 미용실까지 찾아가 축구를 하게 해달라며 졸라대고, 끝까지 반대하는 데 

좌절하고 빗속에서 가출소동까지 일으킨다(<화면 20.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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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20.1~12>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용남의 가출소동105)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 작품에서 남성이 모두 중심주연으로 나오며 상대적으

로 비중이 적은 여성인물들의 젠더 특성으로 묘사되는 내용은 이전 시기에서 묘사

되던 것과 유사하다. 남성인물들이 점잖거나 장난꾸러기로 묘사되는 데 반해 유치

원생 유정(<꿈을 속삭이는 소리>)이나 유경(<기다리는 아버지>)이, 또는 주변인물

로 나오는 여자어린이가 남자어린이의 장난을 이르고 간섭하는 새침데기로 묘사

되는 것, 은별이나 목란이도 사소한 장난이나 도발에 반응하거나 까칠한 말투와 

새침한 표정 등이 두드러진다. 

특히 은별의 모습이 색다른데 이전 시기 작품 속 여학생들106)에 비해 더 날카롭

고 예민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은별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시비가 붙는 순남이 

싱글싱글 웃으며 능글맞게 응수하는 데 반해 은별은 대부분 흘겨보고 쏘아보는 

표정에 코웃음치고 냉소적으로 대꾸하기 일쑤다. 수재중학교에서의 학생 간 경쟁

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수재들의 콧대가 높은 것 등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은별

과 목란같은 여학생들이 특히 날이 선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달리 남학생인 청송의 무심한 듯한 태도와 허풍스럽고 다혈질인 순남과 대비된다.

한편 <자기를 바치라>와 <벼꽃>에서 주인공의 자녀로 등장하는 중학교 졸업반 

여학생들은 각각 개인적인 욕구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를 바치라>에서 

105) 용남이가 미용실에 찾아가 엄마에게 사정해보지만 통하지 않는다(1~4). 용남이는 축구부 

주변을 어슬 대며 괴로워한다(5~8). 결국 설움에 받혀 집을 나섰다가 축구부 교사 선향

과 다시 돌아온다(9~12).
106) 예를 들면 <한 녀학생의 일기>의 수련과 친구들, <수업은 계속된다>의 선녀와 리 을 비

롯한 여학생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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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책임비서의 딸 윤경과 농장원의 딸 은진은 입학시험을 잘 치러 각자가 희망하

는 대학에 가자고 서로 격려하는 선의의 경쟁자다. 윤경은 아버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경 위원장을 비롯한 군당 간부들의 도움(교육부장에게 전화로 청탁)으로 

3등을 하고도 평양의 종합대학에 추천서를 받게 되고 무척 기뻐한다. 그러나 은진

은 우연히 자신이 1등을 하고도 윤경한테 려서 청진농업대학 추천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은진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갈 바에야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한다. 은진의 아버지는 “시대가 좋아서 책임비서네랑 맞서려고 하느냐”, 

“농업대학이 어때서 그러”냐고 윽박지르고, 은진이 끝내 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심하게 쳐버리고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다. 은진의 어머니도 “아버지 심장병

으로 쓰러지는 거 보고 싶냐”며 설득하지만 은진은 꺾이지 않는다. 윤경 또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은진에게 양보하라는 말에 그럴 수 없다고 반발한다. 

오히려 어떤 말로도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자 오빠네 집으로 가출해 버린다.

옥이(<벼꽃>)의 경우는 중학 졸업반으로 진학보다는 군대를 지원하여 모범생이

라 칭찬받지만 평소 선동원인 어머니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 답답해한다. 군내에

서 우수한 성적을 내던 1반(협동농장 작업반)에 있을 때는 두 번이나 ‘로력혁신자

모임’에서 1등을 하고 표창장을 타던 어머니가 자진하여 꼴찌를 하던 3반으로 갔기 

때문이다. 어느 날 군대에 지원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으러 군에 나갔다가 오랜만

에 다시 만난 친구가 자기 어머니네 작업반(1반)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여 

평양 견학 간다고 자랑하는 걸 부러워하며 시무룩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동창생이자 절친했던 작업반원으로부터 거칠게 비난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참았던 서운함과 울음이 터져 나와, “엄만 뭐나? 엄만 왜 3반에 

와서 그런 모욕을 받나? 1반에 그냥 있었으면 3대혁명붉은기 훈장도 씌어 받고 

평양 견학도 갔겠는데… 난 엄마가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할 때마다 막 속상해!”라고 

외치며 붙잡는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뛰어가 버린다. 

이러한 모습들은 김정일 시기 작품 속 청소년들이 거칠게 대꾸하고 가출까지 

감행하던 표현의 지속이다. 비교하자면 우선 김정일 시기 작품들에서 이들과 같은 

사례의 아동·청소년들이 주연이었다면 여기서는 조연에 불과하다. 때문에 시기가 

흘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욕구에 대한 묘사가 더 다양하고 세 해지거나 갈등

의 수위나 비중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은 시기 들어 집단이 아닌 개별화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가고 자신의 욕구를 숨김없이 표현하는 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유치원 아동들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신도 미처 자각하지 못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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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을 발견하고 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이 동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중학생

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각자 가진 개성과 자신감으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노력하

는 모습들 속에서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이 자각하는 정체성의 변화를 담아내려

는 제작진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소외된 현실의 주변화

김일성 시기 아동·청소년 주연 작품들이 대부분 해당 시대를 반 하여 일제 강점

기, 한국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전투적인 일상을 보여주었

다. 김정일 시기에서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나왔고, 좀 더 다양한 일상의 

형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이 주연이 아닌 작품들까지 아울러 전반적인 

작품들 속에서 보이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은 고아나 부모에 의해 

방치된 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모습이 김정은 

시기 들어서는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주변화 되어버리면서 비중이 약해졌

다. 김정은 시기 작품들에서 재들이 특히 조명되는 가운데 재가 아닌 평범한 

아이들은 그들이 주연이 아닌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아가 주연으로까지(<나의 아버지>) 등장하기도 했던 이전 시기 작품에서는 

혁명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기는 했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방치된 일상

의 고난 자체는 비교적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형상화될 뿐이고, 그들의 고난은 축소, 은폐되고 있다. 항일 

시기를 다룬 드라마에서도 이전처럼 처절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1. 고아 형상: 세부적 갈등 표출에서 지엽적 문제로

앞서 소개했듯이 북한의 화와 드라마에서 고아들의 사연은 매 작품의 단골소

재 다. 물론 ‘고아’는 처녀엄마나 총각아빠, 당 간부나 직장동료들의 입양 등을 

내세우며, 체제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제로서 활용된 측면이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예술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

아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문제가 중요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기 화와 드라마에서 고아 문제는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로 주변화되었다. 반면 다른 TV 상물과 언론매체에서는 오히려 

김정은 시기 들어서 고아 양육 문제를 지도자의 애민정치로 부각시키고 있다. 지도

자의 잦은 현지지도로 탁아소, 애육원 등이 더욱 조명 받고 있다. 이처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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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허구성이 가미되는 예술작품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희망을 

부각시키는 한편 사실적인 보도나 교양물을 통해서는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민생

행보를 강조하는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 시기에는 화나 드라마에서 고아 문제가 중심인 작품도 있고, 

세부적인 갈등 양상까지 묘사되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 전인 2008

년 작 <저 하늘의 연>107), 김정은 후계체제가 정착되어가던 2011년 작 <눈속에 

핀 꽃>108)은 각각 입양가정 및 처녀엄마를 주연으로 한 작품이다.109) 그 외에도 

2008년 <우리를 지켜보라>에서는 육아원에서 자란 신병, 2010년 <내가 사는 가정>

도 입양가정, <그는 탄부 다>에서는 고아남매, 2011년 <인민이 너를 아는가>에서

는 총각아빠110)의 사연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고아들이 갖는 상실감

이나 그리움, 열등감과 설움 등과 함께 양어머니와의 심리묘사나 갈등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은희(<저 하늘의 연>)는 양어머니로부터 종아리를 맞는다. 고생하는 엄마를 위

해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한 일이지만 은희에게만 더 엄히 대하는 엄마다. “넌 처녀애

가 학교에도 안 가고 그런 일에 끼어들어? 응?” 은희가 여자애라서만은 아니다. 

엄마 서 연의 의도는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 던 은희의 엄마가 지녔던 조국애를 

계승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은희는 미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때려요!”라며 반항한다. 서 연은 엄마 잃은 아이들이 눈에 밟혀 

홀아비와 결혼했고, 일부러 친자식을 낳지 않고 어려운 사정의 고아들을 데려다 

키워왔다. 온갖 어려움에도 아이들에게 헌신하던 연은 결국 친정엄마에게 “엄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엄마가 되는 길이 이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어.”라며 하소연한다. 그 어머니가 하는 아래 대사에서 입양가정의 어려

107) 재일교포이면서 마라톤선수 출신인 서 연이라는 여성이 남매를 둔 홀아비와 재혼하여 친

자식을 낳지 않은 채 수십 명의 아이들까지 입양해서 키우는 과정을 그린 실화(실제 모

성 웅 칭호는 2004년에 수여). 작품은 어느 날 서 연이 고모네 집에서 사라진 양딸 은희

를 찾아다니는 과정과 서 연에게 모성 웅 칭호가 수여되게 되어 군부대와 직장 등 각지

에 흩어진 입양자녀들이 어머니를 축하하러 평양으로 소환되어 가는 과정과 함께 서 연

의 지나간 인생 회상장면들이 교차되어 진행된다.
108) 고난의 행군 시기 20대의 여성이 쓰러져 가는 제사(製絲)공장의 지배인이 되어 공장도 일

으켜 세우고, 순직한 기대공(기계를 맡아서 다루는 노동자)들의 자녀들까지 합숙소에서 

함께 키워낸 과정을 그린 실화.
109) 2009년 작품인 <북두칠성>(한국전쟁 배경), <백두의 봇나무>에서도 처녀엄마에 대한 에피

소드가 포함되어 있다.
110) 북한의 화나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처녀엄마의 사연을 다루는데 간혹 조카를 키우는 총

각아빠도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드물게 순직한 동료의 아이를 키우는 총각아빠가 부정

적인 노처녀 주인공을 감화시키는 인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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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드러난다.

 “자식낳이도 못한 네가 둘 넷도 아니고 그 숱한 아이들을 맡아 안을 적에야 눈물

도 기꺼이 삼킬 각오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힘들다고 그 애들을 다 놔버린다면 

자식들 남기고 먼저 간 부모들 앞에 죄가 되니라. 니가 처음 이 길에 나설 때 나라에 

부담을 덜자고 시작한 그 마음을 이 에미가 몰라서 기를 쓰고 막아 나선 줄 아니? 

니가 이런 눈물을 흘릴까봐서, 그리고 애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겨 오히려 나라에 

걱정을 끼칠까봐 굳이 막아 나섰던 거야.”

북한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되곤 하는 처녀엄마들이 스스로도 어렵겠

지만 혈육 못지않은 가족으로 꾸려나간다는 것이 처녀엄마 자신의 부모에게도 

부담을 지우게 되고, 입양아들에게도 서로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해 상 된 <우리를 지켜보라>에서는 어려서 한날한시에 부모를 여의고 애육원에

서 자란 귀동이 문제가 많은 신병으로 등장한다. 귀동의 사례에서는 북한 화나 

드라마에서 보기 드물게 애육원 출신의 고아가 갖는 열등감을 엿볼 수 있다.

귀동의 표정은 늘 어둡고 어깨도 고개도 처져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게 보인다. 게다가 몸도 허약하여 훈련에서도 항상 뒤쳐진다. 부대 동료들은 그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부모에게 쓰는 편지지를 일부러 전하지 않는 등 다들 

귀동을 대하기 어려워하고 귀동도 겉돈다. 귀동이 고아임을 알게 된 소대장이 배려

를 아끼지 않자, “소대장동지 앞으로 제발 제가 부모 없이 자랐다고 동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 그런 동정을 받을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라거나, 

“오늘 소대장동지를 보면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앓을 땐 제

일 먼저 그리워지는 게 부모라고 하던데. 구실도 못하는 내가 부모님들을 생각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셨더라면 오히려 저를 놓고 괜히 속마

음만 썩힐 겁니다.”라고 안심시키려 든다. 소대장은 그런 귀동이 못미더워 정치위

원에게 하소연한다. “귀동동무는 늘 말끝마다 자기는 부모 없는 고아라느니 고향

집이 없는 병사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하곤 하는데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왜 그런지 자꾸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한켠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

다. 귀동동무처럼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안고 살지 못하는 병사가 훈련을 하면 

얼마나 잘하며 또 설사 싸움군으로 준비가 된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으랴하고 

말입니다.”

이후 2010년에 상 된 두 작품에서도 입양가정의 자녀들이 겪음직한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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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볼 수 있다. 탄광촌에 사는 수정(<그는 탄부 다>)은 이제 열 살 가량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오빠와 단 둘이 산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오빠 수철마저 

탄광에서 일한다고 바쁘고, 집에서 홀로 지내는 수정이를 이웃인 세포비서와 그 

아내가 보살피기 위해 애쓴다. 수정이도 세포비서를 아버지처럼 따르는데 그걸 

보는 비서의 딸 은희는 강한 질투심을 느낀 나머지 수정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붙지 마라”며 매몰차게 대한다. 이에 세포비서 곁에도 못 가고 혼자 서러워하

는 수정이를 목격한 수철은 수정이를 데리고 이모네로 가기로 결심한다. 또한 춘옥

(<내가 사는 가정>)은 웅가정에 입양되어 양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양엄마 

순희는 춘옥에게만 사랑을 쏟기 위해 5년 간 자식을 갖지 않았고 춘옥이 순직한 

친부모와 자신의 동생인 웅삼촌의 넋을 잇기를 바라며 정성들여 키웠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 춘옥은 사사건건 엄마와 다투게 된다. 

춘옥: 김광철 영웅이 우리 삼촌이라고 하니까 군대 아저씨들이 막 놀라워하잖아

요. 동무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 있지 엄마. 그런데 장갑차는 못 

탄다고 하면서 뒤에 오는 후방차를 태워주었어요.

순희: 춘옥아, 내 몇 번이나 말했니, 응? 영웅삼촌의 이름을 함부로 팔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춘옥: 어머니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늘 나한테 하던 소리가 아니나요. 나도 

언제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온 나라가 다 아는 김광철 영웅의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집이 남들보다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군관가족들이 다 가는 

평양견학이나 가족휴양도 엄마아버진 늘 양보했지요. 난 그때도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 장갑차 한 번 세운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순희: 너 아직도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니? 응?

춘옥: 그러니 난 어디 가서 김광철 영웅의 조카라고 말해도 안 되고, 이런 옷을 

제 맘대로 입고 다녀도 안된다는 거지요?!

순희: 뭐?

춘옥: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뭐야요!

비가 온다고 길에서 부대 장갑차를 막아서서 후방차를 얻어 타고 오고, 일요일이

라 새 양장을 입고 나갔다 왔다는 춘옥에게 아직 학생이라고 타이르는 성숙. 그런 

엄마에게 친딸이 아니라 그러는 거라고 대드는 춘옥. 어쩌면 춘옥은 자신이 입양아

라는 걸 잊기 위해 그 반작용으로 더 웅가정의 일원이라는 티를 내며 우월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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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춘옥이는 그 또래 청소년이 비치는 일상의 욕구도 

자연스레 내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효심(<눈속에 핀 꽃>)은 자신을 데려다 키우는 지배인의 의도조차 

의심한다. 처녀 지배인은 멈춰선 공장을 아예 새로 짓자며 노동자들을 공장 건설에 

나서게 한다. 여기에 공장 합숙에서 지내는 순직 노동자가 남긴 고아 다섯 명도 

동원된다. “건설용 목재 때문에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지배인 동지가 우리도 명단

에 넣었대. 공장을 지키다가 돌아간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릴 온실의 꽃으로 

키워선 안 된다고 하면서 지배인동지가 글쎄 우릴 기어코 산에 데려가야 된다고 

했다나.”라는 친구의 말에 효심은 “지배인동지가 뭐 우릴 생각해서 여기 데려온 

줄 아니? 공장을 건설하는데 노력이 딸리니까 우릴 노력폰트로 데려온 거란 말이

야!”라며 코웃음을 친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에서 나무를 베는 일은 힘들고, 명화

는 자꾸만 쓰러져 친구들이 부축하느라 일이 더디다. 그때마다 지배인은 불호령을 

내린다. 효심은 어렵사리 나무를 베고도 규정에 턱없이 얇으니 불합격될 것 같아 

나무 두께를 검사해 합격 판정을 내리는 지배인 앞으로 나무를 가져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른다. 이때 책임비서가 자신이 벤 나무를 효심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효심의 나무로 불합격 통보를 받아 다시 나무를 벤다. 결국 효심은 ‘날 더는 찾지 

마세요.’라는 메모 한 장을 남기고, 동생을 데리고 공장을 떠나버린다. 떠난 효심 

자매로 인해 명화 자매도 침울해지고, 동생 명옥을 달래 저녁을 먹이려고 애써보지

만 명옥은 “서러워 그냥 울기만”한다.

이처럼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작품들에서 고아나 입양가정에서의 일상과 갈

등 양상이 비교적 세부적으로 드러난 반면 김정은 집권기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

는다. 무용수이자 처녀엄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2012년에 상 된 중국과의 합

작 화 <평양에서의 약속>도 실은 이전 시기 제작된 것이다. 군 경 위원장이 

고아남매를 입양하여 친자식보다 더 살뜰히 키웠다는 사연을 담은, 2012년 5월 

7~17일 동안 첫 방 된 함경북도 경원군 책임비서의 20여 년 행적을 담은 실화인 

<자기를 바치라> 10부작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언론매체나 미디어에

서는 탁아소, 애육원 등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반면 

김정은 집권 시기 제작된 화와 드라마에서는 ‘고아’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앞

서 언급했듯 김정은 집권으로 발전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설정이 강해졌다. 

세습정권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 허구적 작품에서는 일단 그 문제가 려난 것

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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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불화로 불우한 아동·청소년

김정일 시기 작품에서도 부모의 별거나 사별로 인해 방치되거나 힘들어하는 

아동·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칠 정도로 단역에 

불과한 작품이 대다수여서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부모의 별거로 인해 고통 받는 자녀들의 모습니다. <우리 

이웃들>, <벼꽃>에 등장하는 별거 가정의 남매 또는 외동아이다. 그들의 모습은 

이전 시기 작품에서 나왔던 별거 및 재혼(이혼) 가정 자녀들의 모습과 유사하다.111) 

특히 <우리 이웃들>에서 별거 가정의 남매는 <가정>의 재혼가정의 남매와 유사

하다. 2001년에 방 된 9부작 드라마 <가정>에서 일이네는 부모가 이혼하여 

누나 순은 어머니와, 일은 아버지와 각각 따로 살게 된다. 인민학교 2학년이 

된 일은 그동안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와 살게 되었지만 여러 모로 힘들다. 

초혼인 새엄마는 큰 식당 지배인이라 평소 바쁘지만 남편과 외식을 하며 결혼기념

일을 챙기는 애교스런 여성이다. 하지만 의붓아들인 일을 돌보는 일은 서툴다. 

애초 권위적이고 무뚝뚝한 남편으로 첫 결혼에 실패한 아버지 또한 일의 양육을 

새 아내에게만 맡겨버리니 어린 일은 그 사이에서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한다. 

저녁밥은 거르기 일쑤고 새 학년이 될 준비를 못해가는 등 새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남자아이라 살림도 못 맡긴다며 은근히 무시만 당하는데 아버

지한테까지 두둔은커녕 늘 질책만 당한다. 그런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하여 선생님께 주의를 받거나 혼나는 건 다반사다. 그나마 집에서 몰래 

비둘기를 키우며 정을 붙여 보지만 비둘기로 인해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안팎

으로 문제아로 취급받고, 급기야 학교도 빠지고 돌아다니게 된다. 유치원생 호남이

도 어머니가 이혼을 청구할 정도로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아 늘 우울하고 불안하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 함께 놀게 된 일로부터 부모가 자주 싸우면 자기네처럼 

헤어지게 될 것이니 판사가 누구와 살 거냐고 물어보면 꼭 엄마랑 살겠다고 하라는 

조언을 받고 더 불안해진다.

백남룡의 소설 <벗>112)을 각색한 드라마 <가정>은 이혼문제와 재혼가정을 다룬 

것으로 북한에서는 이례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들의 심리적 갈등에 대한 

111) 예를 들어 <해운동의 두 가정>, <가정>, <엄마를 깨우지 말아> 등. 이전 시기는 대부분 

남매를 누나와 남동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3년 2부작 드라마 <우리 

이웃들>에서는 드물게 오빠와 여동생으로 설정되었다.
112) 백남룡, 벗 (서울: 살림터, 1993). 북한에서는 1988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고 함. 시 

인민재판소 판사 정진우가 이혼 청구를 받고 별거 및 재혼으로 힘들어하는 두 가정문제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화합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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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도 세 하지만 그 자녀들의 애환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

만 2013년에 별거 가정을 다룬 <우리 이웃들>이 나온 것도 주목되는 일이다(<화면 

21.1~15> 참조).

드라마는 먼저 겨울철 분주한 평양 도심 풍경을 보여준다. 출근길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줄지어 가는 자동차와 무궤도전차들로 흥성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내레이

션이 흐른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의 보금자리라 불리우는 그 가정에

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가정들에서는 자그마한 말다툼이 집안의 화목과 이웃들의 마음속에 그늘을 

주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생활이니까요.

‘생활’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 작품은 별거 부부의 사연을 중심으로 하여 부부의 

화해와 재결합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웃들의 이야기다. 승강기(엘리베이터) 운전공

인 수연은 직장일에 충실하느라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남편의 불만을 사고, 

별거하기에 이른다. 남편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라며 아들 경일을 데리고 

외국으로 잠시 나가게 된 누나의 아파트로 옮겨간다. 수연은 딸과 함께 남았지만 

경일이 보고 싶어 그 아파트로 이직한다. 남편 길수는 이사 온 첫 날 이웃들에게 

아내가 없다고 하고, 수연도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각각 사별한 것으로 오해받는다.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큰 경일이지만 평소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가 축 늘어져서 다니고, 이웃들에게도 시큰둥하게 대해 

성격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승강기를 기웃대곤 하지만 

아버지의 불호령에 얼씬도 못한다. 10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니 이웃사람들이 

이상해 한다고 핑계를 대보지만 “살까기운동(다이어트)”한다고 둘러대라는 소리

만 듣는다. 음악소조에서 재능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동생 은경도 마찬가지다. 소조

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늘 우울한 모습으

로 선생님과 엄마를 걱정시킨다. 

어느 날 경일은 아버지로부터 동네가 떠나갈 정도의 큰 소리로 혼쭐이 나고 

종아리를 맞는다. 아버지의 돈 가방에 손을 댔다는 것. 다음 날 경일이도, 은경이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선생님들의 연락을 받고 부모는 물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이들을 찾으러 다닌다. 그런데 아이들은 스케이트장에서 사이좋게 놀고 있다. 

실은 경일이 은경을 위로하려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돈을 주어 은경의 롤러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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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사주라고 했다며 동생을 스케이트장에 데리고 갔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복통으로 쓰러진 경일. 의사는 급성충수염이 곪아터져 복막염이 됐다고, 고통이 

심했을 텐데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부부는 다시 결합

하게 된다. 단편적이지만 부부 갈등으로 불화를 겪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화면 21.1~15> <우리 이웃들>(2013)113)

113) 번화한 평양거리 전경이 펼쳐지며 내레이션과 제목(1~3), 경일과 아버지가 이사오고 이사

를 도와주러 나온 인민반 여성들은 홀아비라고 안타까워 한다(4~5), 아들이 보고 싶어 이 

아파트로 전출해온 수연(6), 어머니가 그리워 승강기 버튼을 누르려던 경일과 나무라는 

아버지(7~9), 이웃들은 각각 사별한 것으로 오해하여 수연과 남편의 맞선자리를 주선하다

가 결국 별거 중인 부부라는 걸 알게 된다(10~12) 설 명절을 맞아 부부는 화해하고 온가

족이 감격해 포옹한다(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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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작품 <벼꽃>에 나오는 소학교 1~2학년쯤 돼 보이는 초순의 부모도 별거 

중이다. 초순의 아빠 광민은 농민이지만 식물성 농약을 개발하겠다고 집 재산까지 

털어가며 몇 년을 시도해 보지만 계속 실패만 한다. 미용사인 아내는 “성공도 못할 

걸 가지고 연구사 행세를 하면서 허풍 친다고 해요. 난 더 이 동네에서 망신스러워

서 못 살겠어요!”라며 딸 초순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출해 버린다. 초순은 아버지

가 그리워 엄마 몰래 혼자 먼 길을 걸어 집을 찾아오지만 이웃 사람이 아는 척을 

하자 아버지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달아나버린다. 초순이가 집에 두고 간 물건은 

‘행복한 우리집’그림과 애틋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다. 초순이가 없어졌다고 부모

는 찾아다니고, 밤이 늦어서야 엄마를 만나 혼이 난 초순은 “엄마, 나 아버지가 

막 보고 싶어.”라며 흐느낀다.

또한 갈등으로 인한 별거는 아니지만 집을 떠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초순보다 더 한 아이들도 있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돌격대원

으로 장기간 출장 중인 아버지를 그리는 철송(<소원>), 장혁(<기다리는 아버지>), 

전방 초소 군위관인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하는 향희 남매(<최전연의 작은 집>)다.

3. 혁명으로 정당화되었던 고난에서 일상의 안락으로

<소원>은 2011년 제작되었지만 비교를 위해 철송의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이제 

갓 소학교에 입학한 철송은 군인인 아버지가 녕원발전소 건설에 이어 희천발전소 

건설장에까지 자원해 간 탓에 제대로 함께 살아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립고, 

가족사진을 갖고 싶어 부모님 결혼사진 액자에다 자신의 사진을 잘라 붙여 놓을 

정도다. 엉뚱함과 천진난만함도 있지만 주위 친구들과 비교하여 느끼는 상실감이 

크다는 것이다. 어느 날 철송은 새로 전학 온 명성이와 공원에서 몸싸움을 한다. 

철송이 자기 아버지가 웅이 될 거라고 허풍을 치자 명성이 그 말에 시비를 걸었

던 것이다. 둘을 말리러 온 엄마들이 아이들이 같은 날 같은 산원에서 태어났던 

걸 기억해내고, 이틀 후 철송 모자는 명성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가게 된다. 낡고 

허름한 군관아파트인 철송의 집에 비해 널찍한 새 아파트로 이사 온 명성이네는 

화려하고 세련된 실내장식이 두드러진다. 곳곳에 색색의 꽃들이 담긴 화병이 놓여

있고, 가족이 함께 찍은 액자들이 벽과 장식장 곳곳에 걸려 있다. 처음엔 명성이 

아버지로부터 쌍안경을 선물 받고 좋아하던 철송은 명성이가 아버지와 찍은 사진 

액자들을 부러워 쳐다보면서 이내 어깨가 축 쳐지고 울상이 된다. 명성의 엄마 

현희는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가족사진을 찍는다며, 철송의 엄마 봄순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내 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 철송과 봄순도 찍으라고 소파에 앉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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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하는데 철송은 뿌리친다. “아버지가 없는데두 가족사진이나?”는 철송의 말에 

다들 놀라고, 거듭 달래보지만 철송은 아예 집을 뛰쳐나가버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송을 업은 봄순은 먹먹한 심정으로 철송을 위로하며 아버지의 사정을 들려준

다. “아버진 주변에 불 꺼진 아파트들에 전기불을 환하게 보내주자고 중요한 건설

장에 나가”있다고. 이미 잠들어 버린 철송에게 한숨쉬며 내뱉는 한 마디가 애달프

다. “엄마두… 아버지가 보구싶다.…” 

유치원생 장혁(<기다리는 아버지>)이도 철송 못지않게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철송과 장혁은 세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그 차이는 제작된 시기가 각각 2011년과 

2013년이라는 점이 배경일 것이다. 

첫째,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의미가 다르다. 작품에서 ‘아버지’란 수령

과 친아버지, 둘 모두를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소원>에서 철송

은 친아버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철송의 부모에 의해 수령과 연결되었다면, 장혁

은 친아버지를 넘어 직접 수령과 연결되고 있다. 

둘째, 가정환경이 다르다. 장혁이네 집은 명성이네 집처럼 잘 꾸려져 있다. 명성

의 부모가 부정인물로 그려졌던 것에 비하면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혁명의 대의를 잊고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배신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긍정인물이자 주인공이어야 하는 전형성에서 탈피했다. 

셋째, 일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지점이 다르다. 철송의 경우 명송이네와 대비

되어 혁명적인 군인가정의 자녀로서 겪는 생활고와 가족 및 교우관계에서의 갈등

을 그렸다. 철송의 바람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이 찍은 사진이

라도 한 장 가져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장혁은 부유한 가정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마음껏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나아가 부모나 선생님 모두로부터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 받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점

은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아버지>가 TV드라

마여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김정일 시기 제작된 드라마들도 혁명적인 가정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드라마

가 더 유연하고 다양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편 향희와 향남 남매(<최전연의 작은 집>)의 경우는 밤에만 나타나거나 장기

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결국 열사가 되어 꿈에서만 만나게 된다. 

2013년의 향희 남매에게는 꿈으로만 남았던 ‘행복한 우리집’을 2015년의 초순(<벼

꽃>)은 재결합한 부모로 인해 되찾았다(<화면 22.1~6>, <화면 23.1~4> 참조). <우리 

이웃들> 또한 이웃 간의 화목을 바탕으로 하기는 했으나 2000년도 동명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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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가족 간의 행복한 ‘생활’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시기 주체사실주의를 표방하는 주체문예이론에서 강조해온 ‘생활’

묘사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집단에 복무하는 데 우선적인 

방점이 있었다면 김정은 시기에서는 개별 가정의 구성원을 호명하고 있다는 데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집단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것에서 개인의 욕구와 

안락을 수용해가는 방향으로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애민정치’, ‘인민

생활 향상’의 구체적인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화면 22.1~6> <최전연의 작은 집>(2013)114)

<화면 23.1~4> <벼꽃>(2015) 초순의 그림과 꿈115)

114) 화 첫 화면은 ‘전방치료대라고 부르는 그 집을 우리는 최전연의 작은 집이라고 한다.’
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1). 향희는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는 박꽃을 그리며 아버지에 그

리움을 달래곤 한다(2~4). 아버지 전사 후 혁명학원으로 가게 된 향희가 전방치료대를 향

해 달려가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고, ‘나는 오늘도 꿈속에서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 학교

를 졸업하면 나도 군복을 입고 아버지가 섰던 전방치료대초소에 꼭 서겠다고… 지금도 

빨리 가보고싶다. 따뜻한 사랑이 가득찬 저 최전연의 큰 집으로!’가 자막으로 뜬다. 향희

가 그린 치료대 그림이 나오며 끝맺는다(4~6).
115) 부모의 별거로 따로 사는 아버지가 그리워 그림도 그리고, 꿈까지 꾸는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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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아에 대한 관심이 최고

지도자의 현지지도를 바탕으로 <로동신문>, TV방송물, 기록 화 등 각종 언론매

체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화, 드라마에서는 축소, 은폐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화, 드라마는 희망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미래상을 그려 보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은폐라기보다 현재 화와 드라마 

제작의 우선순위에서 려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점은 앞뒤 정황이

야 어찌됐든 아동·청소년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 다는 것이다. 연령과 세대를 

떠나 과거 반제·반일·반미 혁명의 계승자로서 투사로 그려지던 아동·청소년이 김정

일 시기 들어서는 현재의 평범한 일상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작품에서는 그들의 꿈과 희망, 재능, 세대의 특성 등을 존중하고 키워주어야 한다

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고난의 굴레가 아니라 안락과 풍요한 현재와 더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자고 독려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으로 나아진 면모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전과 단수가 반복되는 

평양 아파트(<우리 이웃들>), 최전방초소에 치료대대가 한 군데라 일상적인 질병 

치료조차 힘든 부대(<최전연의 작은 집>), 어촌의 작은 소학교라고 무시당하기 

일쑤에, 학부모들 스스로가 자긍심이 없는 모습, 축구실력 향상을 위해 운동장에 

잔디를 까는데 군당과 온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달라붙어야 하는(<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등 열악한 현실도 드러내고 있다.116) 따라서 향후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

으로 존속된다고 전제할 때 화와 드라마 제작이 활발해지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묘사가 세 해지고, 체제 모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거나 그 모순을 드러내는 부정인물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116) 교육체제 개편을 두고 전망해 볼 때, 2013년부터 소학교 입학생부터 11년 초중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이런 추세로 보면 12년 의무교육제는 2024년에 가서 완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 당국이 학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려면 학교시설의 확대

와 증설, 교원 양성과 재교육,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서 개발, 교육기자재 확충 등 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력과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동해야 한다. 만약 12년제 학제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 정부가 교

육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특정 지

역이나 학교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교

육재원과 교육시설, 교원 등이 과거와 같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만 국한될 경우 지

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감당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만길·이관형, 앞의 글,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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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표방한 ‘김정일애국주의’ 및 ‘애민정치’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이라

는 표현과 함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화와 드라마 

장르에서도 이를 반 하듯 김정은 시기 작품의 제작 실적 자체가 매우 저조한 

가운데 4년 간 제작된 총 19편의 작품 중 1/5 가량인 4편에서 주인공으로 ‘유아, 

아동, 청소년’ 인물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따라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 다. 첫째, 북한에서 ‘아동·청소년’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 정책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의 극 화와 TV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전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김정은 정권 들어 체제 안정화를 위한 기제로서 아동·청소년이 

부상되었다고 전제할 때 그 구체적인 형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작품에서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및 의식과 생활상은 어떠한가.

위 네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은 근대에 형성된 개념으로서, 이전과 달리 어른에게 

보호 받아야 하고 훈육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북한에서 아동·청소년의 위상

은 보호의 측면보다는 훈육의 대상이며, 나아가 ‘혁명의 계승자’및 ‘후비대’로서 

최고지도자 및 조국과 당을 ‘결사옹위’할 수 있는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대변된

다. 더구나 북한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취약계층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생활고와 

권익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고된다. 2010년 12월 채택된 ‘아동권리보장법’은 아

동의 권리 신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나, 북한의 어려운 

경제 여건상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9월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는 법령 

발표를 시작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하기 시작하 다. 그 내용은 첨단과학기술을 기

반으로 한 고도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결국 북한 사회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또한 국가 존립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의 첫 단계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혁명인재로 적극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최소한 교육 분야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세계화’와 이를 통한 인재 양성, 경제 발전을 모색할 채비가 

되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둘째, 아동·청소년 개념이 역사적 시기와 지리적 조건에 따라 변천해왔듯 북한 

화와 드라마에서 그들의 형상 또한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다. 아동·청소년이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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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연급으로 등장한 작품이 집중적으로 제작된 시기는 1980년대 말 김일성 

정권 시기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던 때, 1990년대 중후반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 하 위기를 극복해 나가던 때, 2000년대 초중반 실리사회주의를 표방하

며 체제 개선을 시도하던 때,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 및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집권시기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은 ‘새 세대’로서 미래를 낙관적

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세대이며, 때에 따라 체제 변화 또는 수호라는 당국의 의지를 

투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체제 수호자로서의 형상 또한 변화를 거치게 된다. 실제 전투에 나서는 투사로서

의 아동·청소년 주연물은 1997년 제작된 <학생민견대 앞으로>가 마지막 작품이다. 

김정일 집권기인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를 배경으로 한 평범한 일상 속의 

아동·청소년이 주연으로 등장하 다(<나의 아버지>). 북한의 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재인 처녀엄마나 입양가정을 통해 체제의 도덕적 우월성을 역설

하고, 아동·청소년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존재로서 체제의 정당성을 증언하는 

기제가 되었다. 아울러 투사가 아닌 미래 희망의 표상으로 부상하 다. 북한 당국

은 물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 고, ‘예술, 

체육,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이 주요 인물로 부상하

다. 작품에서 이들은 주로 학교의 조직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교사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 즉 최고지도자를 뇌수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의 집단정체성을 

체득하 다.

전반적으로 북한 화와 TV드라마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일 집권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

고, 주연을 맡은 아동·청소년은 주로 부정인물로 시작하여 사회모순을 드러내 

주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어찌됐든 고아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이다. 

그만큼 고아가 속출했고, 그들을 돌보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절박했다는 것이다. 

또한 웅 및 간부가정의 자녀로 태어나 부유하게 자랐거나 혹은 충성스런 부모 

밑에서 오히려 방치되어 힘겹게 살아온 아동·청소년 형상을 통해 그들의 일상과 

사회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당국의 통제와 검열 속에 단편적으로 비치는 그들의 

모습에서도 출신성분 및 계급 차별로 인한 부정부패나 교육 비리, 교육 기회의 

불균등, 진로 선택의 제약, 상대적 빈곤, 가정불화 등을 엿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정의 화목과 안락함, 물질적 풍요, 

재능의 발휘 등을 바라는 욕구를 드러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형상

은 집단 정체성을 함양하는 집단적인 모습에서 점차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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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셋째,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함께 한 아동·청소년 주연의 화와 드라마는 단연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하 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기 체제 정당화의 

기제로서 아동·청소년의 형상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재들

의 “꿈”, “환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시되었다. 김정일의 업적을 

부각시키면서도 아동들의 ‘꿈’을 소재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꿈을 속삭이는 

소리>), 새 정권에서 마음껏 희망적 미래를 ‘환상’하라고 독려하고(<소년탐구자

들>), 현재의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 떠나간 아버지보다 곁에서 자애롭게 지켜주는 

‘아버지 원수님’의 존재를 부각시킨다(<기다리는 아버지>). 선대의 후계세습 경험

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라는 사상전과 김일성리더십의 모

방만으로는 김정은의 짧은 연륜과 부족한 카리스마를 대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

른다. 여기에 김정은을 아버지로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새 세대의 존재와 그들의 

동심을 활용한 것은 선대 지도자의 빈자리를 메우고 새 시대의 희망적 미래상을 

보여준 효과적인 우상화 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작품들에서는 기존의 주체사실주의가 구현해온 미래의 행복을 위한 

오늘의 고난을 형상화하는 혁명적 낭만성이나 비장함은 발견할 수 없다. 대신 기존

의 경희극적 작품들에서처럼 밝고 경쾌한 이미지와 함께 현재의 일상이 펼쳐진다. 

더불어 작품의 개연성과 상관없이 체제 선전을 위해 설정되곤 하던 장면들이 더욱 

두드러진다. 번화한 평양거리, 새로 꾸려진 각종 편의시설, 평양에서 작은 어촌마

을까지 다채롭게 단장한 아파트와 주택들, 휴대폰 사용, 온실 과일 재배에 이르기

까지 과도한 설정에 의해 작품은 마치 김정은의 치적 홍보 상처럼 보인다. 일부 

작품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라졌던 주제가 자막까지 다시 등장했다. 여기에는 

당국이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가벼운 생활 소재로 접근하면서도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적 교양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가 깔려 있다. 이는 주민들

을 독려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내겠다는 자신감 이면에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

의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인물에 대한 초점이 조국을 ‘보위’하는 아동·청소년 조직에서 조국을 ‘빛낼’

수 있는 수재인 개인으로 이동하 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인재의 성장은 

집단 속에서 인정받고, 집단을 위해 헌신해야 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후계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인재 ‘개인’을 양성하는 과정에 초점

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시기 제작된 작품들에서 더욱 심화되

고 있다. 수재인 아동·청소년은 온통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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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배려 속에서 성장한다. 교사의 정성은 곧 지도자의 배려와 은혜로 대치되

고, 아동·청소년은 이전보다 더 수동적인 체제 유지의 기제가 되었다. 

넷째,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 경쟁은 심화되고 개인주의나 개별화된 형상이 두드

러지지만 이전 시기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며 정체성과 욕구를 표출하던 모습은 

줄어들었다. 이전 시기 지속적으로 형상되어오던 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묘사 

또한 자취를 감추었다. 김정일 시기 작품들에서 단골소재 던 고아를 입양하는 

처녀엄마나 입양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것이다. 대신 가정불화로 고통 받는 

자녀에 대한 묘사가 재등장하 다. 2000년 제작되었던 동명작품(<우리 이웃들>)에

서 당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배려하

고 협력했다면 2013년 작품에서는 별거 가정의 재결합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나아가 2013년의 향희 남매(<최전연의 작은 집>)에게는 꿈으로만 남았던 ‘행복한 

우리집’이 2015년의 초순(<벼꽃>)에게는 재결합한 부모로 인해 되찾았다.

이처럼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는 ‘생활’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적이거나 

일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욕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당국이 정책

적으로 권장하는 예술, 체육, 과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지닌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 속에서 그들 또래에서 느낄 수 있는 

질투, 경쟁심, 꿈을 향한 집착 등이 그려진다. 이전 시기 작품에서처럼 집단의 조직

생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나간다. 이때 젠더 설정의 특징도 뚜렷하다. 주연은 모두 남성인 

아동·청소년이고, 대부분 나이에 비해 통통하고 큰 몸집에 무던한 성격이다. 여성

의 경우 주연급이라 하더라도 가냘픈 외모에 새침하고 깍쟁이로 그려진다. 이는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아동·청소년이 겪는 정체성 및 욕구의 변화를 담아내려는 

제작진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남성(긍정) 대 여성(부정)이라는 이분법적 

설정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젠더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아에 대한 관심이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를 바탕으로 <로동신문>, TV방송물, 기록 화 등 각종 언

론매체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화, 드라마에서는 축소, 은폐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다. 화, 드라마는 희망적 미래상 제시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고, 제작된 작품 수도 적기 때문에 이는 

의도적인 은폐라기보다 제작의 우선순위에서 려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

적인 점은 앞뒤 정황이야 어찌됐든 아동·청소년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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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북한의 아동·청소년 형상은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강조되고, 혁명의 

계승자로서 투사로 그려지던 데로부터 오늘을 사는 평범한 개인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작품에서는 그들의 꿈과 희망, 재능, 세대

의 특성 등을 존중하고 키워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지금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더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자고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다른 변수가 없다면 김정은 시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유일지배체제의 한계 속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

리라고 추측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 지속되고 체제 개선의 

의지가 강해진다면 다양한 계층의 아동·청소년 형상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사회

의 근본모순에 대해 고민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개인 정체성과 일상의 욕구

를 표출하는 아동·청소년 형상이 증가할수록 실지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생활에, 

나아가 사회 변화에 바람직한 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형상에서 드러나는 북한 당국의 아동·청소년관, 아

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의 생활상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김일성 시기 

제작된 작품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관련단어로 제목을 검색한 일부 작품만 분석하

지만 1990년대 이후 제작된 작품들은 거의 모두 포괄하여 최대한 많은 작품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형상의 시기별 변화와 김정은 시기의 특징에 

대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 다. 각각의 상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와 

예술사회학적 함의에 대한 더 세 한 분석은 이후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의식 및 생활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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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김정은의 리더십은 그의 개인적 특성과 그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

하여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솔직하고 개방적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그대로 털어놓는 편이다. 또, 매우 적극적이며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때로 대담성이 지나쳐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는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절대권력자의 아들로 

자란 탓에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기도 하다. 이 때문에 자신이 신뢰하고 좋아

하는 사람은 매우 잘 대해주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례를 무시하는 등의 

무례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는 북한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성장한 탓에 오히려 누구

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스스

럼없이 대하는 친화력도 가지고 있다. 

그는 현재 비만한 체형이지만 운동능력이 뛰어나고 체력도 좋은 편이다. 또, 

스위스 유학 등의 경험으로 인해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김정은은 김정일

과 같은 예술적 감각을 갖추지 못했으나 스포츠를 좋아한다. 김정일과 비교해 볼 

때 김정은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 즉 용인술 내지 정치력이

다.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은 북한에서 신성시되는 백두혈통

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북한체제의 왕권주의적 특성상 국가의 소유와 자신의 

소유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서 측근 등에게 특권적 지대추구 권한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도 그의 큰 자산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당-국방위원회 등 북한의 정치조직, 대외관계, 심각한 

자원제약, 권력엘리트의 이해구조, 대중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 등의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상황의 진단, 이에 따른 

정책적 처방,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엘리트 및 대중의 지지 동원 방법 등을 종합

해 볼 때, 김정은의 리더십은 권한이양적, 실리·계산적, 대중친화적, 자기중심적, 

강성·폭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정책추진 등의 면에서 비교적 일관성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두 사람

의 리더십을 유형화해 본다면, 김정일은 파격성과 조심성이 공존하고 섬세함과 

변덕스러움도 드러나는 예술가적 리더십을 발휘한 데 반해 김정은은 실리추구, 

추진력, 과감함, 폭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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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북한정권은 김정은의 집권 이후에도 통상적인 예측을 넘어서는 행보를 보여 

왔다.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도 몇 개월 뒤에는 대화공

세를 펴고, 남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를 극도로 비하하면서 일본과는 납치문제 

해결에 합의하는 식이다. 전례 없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개혁의 성공을 어렵

게 하는 핵개발 노선을 고집하고 있기도 하다. 또, 이인자로 여겨지던 장성택을 

처형한 뒤에도 그와 가까웠던 간부들 대다수를 중용하고 있다. 김정은이 군부대를 

돌며 전쟁준비를 독려하는 한편 고위 지휘관들을 빈번히 교체하는 것도 상식적이

지 않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정권 및 지도자의 행태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정권이 

안정되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엘

리트 내부에 신변의 불안을 느끼는 세력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성택 숙청과 

군 고위직의 잦은 교체,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 등이 김정은의 리더십이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곤 하 다. 그러나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흔들

리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된 바는 없으며 북한체제는 김정은이 제시한 경제개발·

핵개발 병진노선에 따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

로 북한의 행태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태가 모순되고,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럽다는 평가에 머무르기보다 복잡해 보이는 행태를 아우르는 

일관성과 체계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최고지도자의 권한과 역할이 극대화되어 있

다는 점이다. 독재국가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정책수행 과정에도 막대한 향력을 행사하므로 리더십의 역할이 민주국가에서보

다 더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최고지도자에의 권력집중이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리더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북한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관건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처럼 김정은 리더십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보도나 현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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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자료 등을 통해 전해지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단편적인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으

며 체계적 분석보다는 직관적 통찰의 소산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리더십의 관계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황논리에 따른 

단면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김정은의 리더십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경우

에도 정보가 부족하고 집권기간이 짧다는 등의 제약들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분석

이 이루어져 왔다.1)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김정은의 리더십

을 북한의 정책결정 및 수행과의 관련 속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리더십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김정은 리더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대내외정책의 지속

과 변화가 그의 리더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이전의 리더십 

및 정책과의 비교가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리더십과의 

비교를 통해 김정은의 리더십이 어떤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김정은의 개인사, 개인적 특성, 지도자로서 직면한 환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등을 모두 김정일과의 비교라는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리더십이 어떤 지속과 변화를 보이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치리더십의 기능을 강조하는 터커(Robert C. Tucker)의 이론과 다수의 리더

십연구자들이 채택한 바 있는 리더십의 상호작용 모델을 활용할 것이다. 터커는 

정치리더십이 진단적 기능, 처방적 기능, 동원적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 다.2)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리더십이 환경의 향을 받는 측면과 개인의 특성에 향을 

받는 측면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특정한 리더십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3) 본 연구는 터커가 제시한 리더십 기능들 중 

1) 김일기·이수석,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과 리더쉽,” ｢북한학보｣ 6월호 (2014), pp. 88-94; 임
재천,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성장 과정 및 사상적 기반, 정당성, 리더십 특징을 중심으

로,” ｢동북아연구｣ 29권 1호 (2014), pp. 5-47; Paik Haksoon, “The Kim Jong Un Leadership 
and North Korea’s Strategy for Peace,” ｢통일연구｣ 17권 1호(2013), pp. 165-199; 정 철,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과제: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과 인민생활 향상,”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2012), pp. 1-24. 

2) Robert C. Tucker, Politics as Leadership. (Columbia & Lond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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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진단은 물론 이에 따른 처방과 지지 동원에도 지도자 개인의 특성과 지도자

를 둘러싼 환경이 함께 향을 미친다고 보고 김정은이 어떤 환경적 제약 속에서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

을 통해 어떻게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상호작용 모델 등을 통한 리더십 분석에서는 흔히 능력, 개성, 개인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을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한다.4) 김정은의 능력, 개성, 

개인적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개인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최고

권력자의 아들로서 일반사회와 격리된 채 성장했다는 특수성이 그의 능력, 개성, 

개인적 자원에 미친 향을 면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개인사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지만 김정일의 요리사 던 후지모토 겐지 등의 증언, 스위스 

유학 당시의 행적에 관한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장환경과 경험 등을 파악할 

것이다. 

스위스 유학시절에 관한 자료들은 김정은에 관한 내용과 그의 형 김정철에 관한 

내용이 뒤섞여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형제가 모두 가명을 사용한데다 김정철이 

다녔던 학교를 김정은이 잠시 다녔던 적도 있어서 서방 언론이나 일본 언론이 

두 사람의 행적을 뒤섞어 보도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오류가 

있는 자료들이 생산되었다. 이런 자료들을 모두 배제한다면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김정은의 개인사를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도 면 히 검토한 뒤 정확한 내용을 추려내어 활용할 

것이다. 

개인사가 리더십에 미친 향을 다룬 연구들은 심리학적 분석을 활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거의 동일한 개인적 배경을 가진 김정철과 김정은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알려진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심리학적 분석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분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김정은과 접촉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그가 어떤 생활환경과 사건을 경험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분석 및 종합하여 그의 개성, 능력 등을 파악하려 

한다. 

3) 고원, “한국의 정치리더십에서 ‘카리스마’의 전환,” ｢내일을 여는 역사｣ 45호 (2011년 겨울), 
pp. 69-70.

4) Cecil A. Gibb, “Leadership,”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9 (Macmillan 
and Free Press, 1974),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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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로 지도자가 속한 

사회, 그와 관련된 정치·사회적 조직과 제도, 크고 작은 지지집단 및 추종집단을 

꼽고 있다.5)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환경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김정

일과의 비교를 통해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비교

가 용이한 요인들의 향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예컨대 북한이라는 사회가 지닌 

다양한 성격들 중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리더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것인지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다. 또, 외형상으로는 변화된 것이 거의 

없는 북한의 정치·사회적 조직들 중 어떤 조직의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김정일의 

리더십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한편 김정은이 국가지도자

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외관계 역시 그의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자원제약, 당과 국방위 등 정치조직, 권력엘리트의 이해구조, 대중의 의식 

및 요구, 대외관계가 김정일의 리더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려 한다. 

김정은이 공식적인 최고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김정일이 사망한 뒤 

100일의 추모기간을 거친 뒤인 2012년 4월부터이고 실질적인 최고지도자가 된 

것은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부터이다. 그러므로 진단, 처방, 동원이라는 기

능에 초점을 맞춘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2010년 9월부터 공식적인 후계자로 활동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때부터 2011년 말까지의 김정은의 역할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개인사에 대한 분석이나 비교를 위한 김정일 리더십 검토는 훨씬 

이전의 시기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제2장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기존연구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김일성과 김정

일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은 강조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도자 개인에 관한 전기적 

연구, 통치방식 등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 북한의 구조적 성격과의 상호작용을 

5) Gabriel Sheffer, ed., Innovative Lead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p.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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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리더십 구축 과정에 관한 연구, 다른 지도자와의 리더십 비교 연구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6) 이런 범주들이 상호배타적이지는 않다. 예컨대 여러 지도자의 

리더십 구축과정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기도 하 고 전기적 연구를 바탕으로 

리더십 유형을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제1절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연구

1. 전기적 연구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는 전기적 연구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서대숙의 연구가 선구적 역할을 하 다.7) 서대숙은 김일성의 생애를 소개한 

뒤 그의 빨치산 경력이 북한의 정치과정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등을 설명하

다. 그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향으로 객관적 연구가 어려웠던 시기에 방대한 사

료를 활용한 학술적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북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본격적으

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 다. 그러나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해방 이후의 

권력투쟁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일성

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충분히 분석하지는 못하

다. 한편 이종석도 중국어 자료 등을 활용하여 김일성에 대한 평전을 저술하고 

남한에서 제기된 “가짜 김일성론”과 북한에서 이루어진 김일성의 신화화를 모두 

비판하 다.8)

김정일에 대한 전기적 연구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찬행은 김정

일의 출생부터 6·15공동선언에 이르는 시기의 활동을 연대순으로 저술하 다. 그

는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여 내재적 접근을 시도하 다.9) 그의 

연구는 자료들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10) 

이종석은 김정일의 성장과 권력 장악 과정을 중심으로 전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그의 통치능력을 분석하 다.11) 또, 정창현은 전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

 6) 전미 , “북한정치리더십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한국학대학원 논문집｣ 10권 (1995), 
pp. 215-234.

 7)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8)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395-462,
 9)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10) 김용호, “[북리뷰] ‘내재적 독해’ 방법에 충실하나 객관적 검증도 병행돼야(이찬행 지음, 

｢김정일｣(백산서당, 2001)),” ｢통일문제연구｣ 13권 2호 (2001), pp. 351-352.
11) 이종석, “김정일연구 1: 후계자로의 부상과 권력구조 재편,” ｢역사비평｣ 14호 (1991),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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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신경완의 증언 등을 활용하여 김정일의 출생, 성장, 정치적 활동 등을 소개하고, 

성격과 업무 스타일 등을 설명하 다.12)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한 전기적 연구들은 개인사에 대한 검토에 힘입어 이들의 

능력, 가치관, 성격 등을 설명하 다. 김정일에 대한 연구들 중 대다수는 그가 가진 

다양한 능력을 강조하 다. 이찬행은 김정일이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리더

십을 발휘하 고 방대한 독서를 했으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하

다.13) 정창현은 김정일이 “사람을 장악할 줄 알고 자신의 계획대로 몰고 나갈 줄 

안다”고 평가하 다.14) 그는 또한 독서광인 김정일이 여러 분야에 대한 공부를 

했으며 사생활도 건전하다고 주장하 다.15) 이종석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고위인사의 숙청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정일이 20년 동안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보수적 인사정책을 통해 안정적

인 조직관리능력을 발휘하 음을 강조하 다.16) 또, 사상을 내세워 국가를 변화시

켰고, 문화예술을 생산력 제고 등을 위한 선전선동에 이용하 으며, 대중운동을 

군대를 장악하는데 활용하 다는 점도 지적하 다. 그러나 대중동원에 의존한 경

제운  방식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 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실용주의

적 방법들도 교조주의적 방법들과 뒤섞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하 다. 

또, 김정일이 국제정세를 파악할 줄 알고 외교정책 결정에도 능력을 발휘하 지만 

외교교섭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 다.17) 

김정일에 관한 전기적 연구들은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들이나 특정 탈북인사의 

증언 등에 의존한 까닭에 지도자로서의 능력, 행태 등에 대한 다면적, 객관적 평가

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임재천의 연구는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임재천은 김정일의 생애를 소개한 뒤 전체주의 사회의 지도자, 정치인, 

코리안, 개인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김정일의 리더십을 평가하 다. 임재

천에 따르면 김정일은 권력의지가 강했고, 타인을 신뢰하지 않아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 하 다. 또, 아버지와는 달리 왕자로 성장하

266-296;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pp. 490-529. 
12) 정창현, ｢CEO 김정일: 때를 기다려 올인하는 전략, 그 모든 것을 밝힌다｣ (서울: 중앙북스, 

2007);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전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신경완과의 대화｣ 
(서울: 김 사, 2000).

13) 이찬행, ｢김정일｣, p. 176. 
14) 정창현, ｢CEO 김정일｣, p. 55. 
15)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p. 49-67.
16)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pp. 520-523. 
17) 위의 책, pp. 5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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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력승계를 통해 북한을 전체주의 왕조로 변화시켰다. 김일성의 권위가 게릴라 

투쟁에 근거하 다면 김정일의 권위는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임재천은 주장

하 다. 또, 김정일이 군대를 주된 권력기반으로 삼고, 일을 하는 기본 원칙으로 

속도를 내세웠으며, 극장정치를 펴면서 감독 및 주연을 맡았다고 설명하 다. 또한 

전체주의 사회의 지도자로서 주체사상을 교조적으로 따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

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김정일은 실용주의적이기도 하고, 코리안으로서 다른 전체

주의 사회의 지도자들에 비해 민족주의적이며 유교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평가하

다.18)

2. 리더십 유형 연구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유형화한 연구는 고병철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페이지(Gleen D. Paige)가 제시한 리더십 관련 개념들을 적용하여 김일

성의 리더십을 분석하 다.19) 고병철은 김일성이 메시아적 역할 정향을 드러냈으

며 그의 이미지도 이런 방향으로 구축되었다고 주장하 다. 또, 김일성이 폭력, 

설득 등 광범위한 수단을 활용하여 “불만스러운 묵종”이 아니라 “열성적인 순응”

을 추구하 고 이를 위해 개인숭배를 조장하 다고 설명하 다.20) 

한편 김창희는 정치 리더십의 기능을 강조하는 터커의 이론을 적용하여 김정일

의 리더십을 분석하 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면 군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는 

처방을 내렸다.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에 따른 대외정책 면에서의 처방은 미국과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 다.21) 김창희는 또한 

김정일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핵문제에 관해 일종의 의도적 오진과 

처방을 내렸다고 주장하 다.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

의 핵무기 개발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행태가 상대에게 위협

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하 으며 핵문제를 극화시켜 인민들에게 자부심

과 긍지를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다.22) 한편 경제적 위기상황이 계속되자 7·1조치 

18) Jae-Cheon Lim, “Kim Jong Il and His Leadership,”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2007). 
19) Gleen D. Paige, The Scientific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The Free Press, 1977).
20) B. C. Koh, “Political Leadership in North Korea: Toward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Kim Il 

Sung’s Leadership Behavior,” Korean Studies, Vol. 2 (1978), pp. 139-157; 전미 , “북한정치리더

십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p. 226.
21) 김창희, “김정일 정치리더십의 기능적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65권 (2012), pp. 109-132.
22) 위의 글, pp.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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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실리를 추구하려 했으나 의도와는 달리 

시장이 확산되었고, 이를 막기 위한 화폐개혁 등도 실패했다는 점을 김창희는 지적

하 다. 이런 점들을 통해 김정일이 시장의 속성과 인민들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는 점, 즉 의도하지 않은 오진도 내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김창희는 주장

하 다.23)

임재천과 권지연은 번즈(James M. Burns), 바스(Bernald M. Bass) 등의 거래적 

리더십 이론을 적용하여 북한 엘리트에 대한 김정일의 리더십을 분석하 다.24) 

이들은 김정일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변형적 리더십보다는 김일성에 의해 

수립된 체제를 유지 및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 보수적인 리더십을 선보 으며 이는 

거래적 리더십에 가깝다고 평가하 다. 또, 선심정치나 선물정치라는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정일이 북한 엘리트에게 조건적 보상(contingent reward)을 제공하

다고 보았다. 감시체계를 상시적으로 운 하는 능동적 관리를 통해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 으며 숙청, 혁명화, 강등, 측근에서의 배제 등을 통하여 예외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도 했다고 설명하 다. 김정일의 거래적 리더

십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엘리트의 김정일에 대한 의존을 극대화하여 권력유

지 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임재천과 권지연은 평가하 다.25) 

기존 이론들을 적용하여 김정일의 리더십을 분석한 연구들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용방식과 분석 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김창희는 김정일이 미국의 핵은 공격용이고 북한의 핵은 방어

용이라며 핵문제에 관해 의도적 오진을 했다고 주장하 다. 김정일이 미국의 선제 

핵공격을 우려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라크가 전쟁에 

휩싸인 상황에서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어떤 

핵보유국도 타국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더욱

이 미국의 핵전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먼저 공격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일의 핵개발을 의도적 오진

23) 위의 글, p. 129.
24) James MacGregor Burns, Leadership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8); Bernard M. Bass 

and Ruth Bass, The Bass handbook of leadership: theory, research, and managerial applications, 
4th ed. (New York: Free Press, 2008), pp. 624; Bernard M. Bass,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Vol. 18, Issue 3 (Winter 1990), 
p. 22; Bernald M. Bass,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25) 임재천·권지연, “북한 권력엘리트 관리에서 나타난 김정일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특성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6권 1호 (2014), pp.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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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듯하다.

또, 임재천과 권지연이 주장한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는 엘리트 관리 

면에서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번즈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을 

타파하는 변형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거래적 리더십은 이에 대한 대칭

적 개념으로 제시하 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이상적 사회 건설을 목표로 변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도 엘리트에 대한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는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바스가 제시한 조건적 보상이란 구성원들의 업무수행 

결과에 연계하여 지도자가 심리적, 물질적 보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에 

의한 관리란 구성원들의 행태가 규정 내지 표준으로부터 벗어날 때에만 지도자가 

예외적으로 처벌을 포함한 교정을 한다는 것이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이끄는 

변혁 지향적 정부에서도 성과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며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엘리트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일의 

리더십이 거래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만으로 그의 리더십이 가진 특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리더십 구축 과정 연구

한편 북한사회의 구조적 성격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리더십 구축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북한 특유의 사회체계인 수령제 또는 수령체계 구축을 김일성, 김정

일의 리더십 구축과 연결시켜 설명하 다. 김연철은 1950년대 후반 산업화 시기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의 인격화된 지배가 당-국가

체제에서 관철되는 형태로 수령제가 성립되었다고 설명하 다. 그는 각급 단위의 

비공식적 인격관계의 정점에 수령제가 놓여 있다고 주장하 다.26) 

이태섭은 김연철의 주장이 논리의 비약이며 실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

다.27) 그는 사회적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와 개인의 이익추

구 행위 사이의 모순에 기인한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사회제도가 변화하 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기

를 실용주의적 개혁으로 극복하지 않고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집단주의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계획 수립 및 집행에서 통일된 행동을 추구한 것이 주체노선의 

핵심이었다고 그는 주장하 다. 김연철의 주장과는 반대로 비공식적이고 인격적

26)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1953-19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

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27)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서울: 들녘, 200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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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리더십을 배격하고 간부들의 권위를 박탈하여 수령에게 집중시킨 결과가 수령

제라는 것이다.28)

4. 리더십 비교 연구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비교 방법을 통해 규명하려한 초기 연구들은 남한의 

지도자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하 다. 김정원은 정치발전론의 시각에서 이승

만과 김일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1945년 광복에서 1972년 말까지의 남북한을 비교

하 다. 그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을 두 지도자가 이끄는 집단이 각 

사회 내에서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이자 각 사회의 행위유형을 변화시켜 새로

운 제도에 적응하고 이를 수용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 다.29) 그의 연구는 

지도자의 역할만을 논할 뿐 추종자들과의 관계를 다루지 않았고 두 지도자의 생애

와 이념적 성향 등에 관한 분석에도 오류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 다.30) 

양성철은 김일성과 박정희를 비교하 다. 그는 김일성의 권력이 처음부터 절대

적이지는 않았으나 크게 취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정치집단들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하 다. 또, 대중에 기초한 권력구조

를 만들고 사회주의 건설에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을 발휘한 것이 정치적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주장하 다.31) 양성철은 심리학적 리더십 이론을 활용하여 성장과

정과 퍼스낼러티를 연결하는 분석도 시도하 다. 그러나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받

지 못한 김일성이 대안으로 유격대원의 길을 택했다거나 성장기 경험 등으로 인해 

전형적인 일탈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 이론의 무리한 적용 및 해석이 적지 

않았다.32)  

한편, 정 철은 북한 지도자들 간의 비교를 시도하 다. 정 철에 따르면, 혁명 

1세대와 2세대 리더십의 차이, 기술관료의 성장, 공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학적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김정일은 김일성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수령의 리더십을 구축하 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격적 리더십(personal leadership)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리더십

(poistional leadership)을 확립하 다. 일단 제도적 리더십이 갖추어지자 역사적 사

실을 신화화함으로써 인격적 리더십을 제도화하 고 그 결과물이 수령체계

28) 위의 책.
29) 김정원, ｢분단한국사｣ (서울: 동녘, 1985).
30) 전미 , “북한정치리더십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p. 227. 
31) 양성철, ｢박정희와 김일성｣ (한울: 1987).
32) 위의 책,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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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yong System)라고 정 철은 설명하 다.33) 반면에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를 통

한 제도권력 장악 등 제도적 리더십을 먼저 확립한 뒤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신화화

하면서 자신의 인격적 리더십도 구축해 나갔다고 보았다.34)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수령체계는 인격적 지배의 절대화라기보다는 인격적 리더십의 제도화 내지 인격

적 리더십과 제도적 리더십이 결합한 결과라는 것이 정 철의 주장이다. 또, 김일

성이 현지에서의 지도와 대중의 자발적 동원 등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중시한데 

비해 김정일은 계산되고 조직화된 지도 등 위로부터의 리더십을 중시한다고 평가

하 다.35) 정 철은 수령체계가 요구하는 인격적 리더십의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므로 더 이상 위대한 수령이 존재하지 않는 “수령 없는 수령체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 다.36)  

제2절 김정은 리더십 연구

임재천은 성장과정, 사상, 정치적 정당성 등의 요인들을 비교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리더십 특징”을 파악하려 하 다. 임재천에 따르면, 김일성은 

여러 곳을 떠돌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교, 기독교, 민족주의, 공산주의, 게릴라전

술, 모택동의 군중노선, 스탈린주의 등의 향을 받았다.37) 반면에 김정일은 성장

기의 대부분을 평양에서 보냈고 김일성의 사상적 요소들과 그의 게릴라 동료들에

게서 향을 받았다. 김일성과 정적들 간의 갈등도 김정일에게 향을 미쳤을 것으

로 임재천은 추론한다.38) 한편 김정은은 일반 주민들과 격리되어 풍요롭게 성장하

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스위스에서 유학생활도 하 으며 북한의 쇠퇴기에 청

소년기를 보냈다는 점을 그는 강조한다.39) 리더십 특징 면에서는 세 사람 모두 

군사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발전시

키는 등 김일성과 김정일은 “철인적” 리더십을 공유하고 있으며 김정일에게는 

“예술가적” 리더십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공유하는 리

33) 정 철,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비교: ‘수령체계’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경제와 사

회｣ 통권 55호 (2002), pp. 223-228.
34) 위의 글, pp. 228-231.
35) 위의 글, pp. 238-240.
36) 위의 글, pp. 240-243.
37) 임재천,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성장 과정 및 사상적 기반, 정당성, 리더십 특징을 중

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9권 1호 (2014), pp. 13-16.
38) 위의 글, pp. 16-20.
39) 위의 글, p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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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 특성은 단기간에 업적을 쌓으려는 “속도전적” 성격과 김일성의 권위와 백두

혈통에서 정당성을 찾으려는 “전통적” 성격이라고도 주장하 다.40)

한편 백학순은 김정은의 리더십이 공개성, 투명성, 전문성 중시, 실용주의, 세계

적 추세 따르기, 체육 중시, 강과 온의 조합, 공포정치, 속도 중시의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고 평가하 다.41) 또, 김정은이 수령의 지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선대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 으나 권력을 독점하는 등 유리한 국내적 입지를 이용하여 

북한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혁적 조치들을 통해 성과를 거두

어왔다고 평가하 다. 또, 장성택 등 잠재적 도전세력까지 제거하여 그의 유일 도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 다. 그러나 외부세계가 북한에 대한 대결적, 

처벌적 정책을 지속한다면 불리한 대외 정치기회구조 때문에 김정은은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 다. 반면에 외부세계가 대화와 화해를 

통해 핵, 미사일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 가려 한다면 유리해진 대외 정치기회구조

를 고려하여 시장경제 요소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핵, 미사일 문제 등을 해결

하는 데에도 보다 협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하 다.42) 

김일기와 이수석은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에 인격적 리더십 구축을 위해 혈통

적 정당성을 강조하 음을 지적하 다. 또, 대남정책에서 대담한 도발을 자행하

고 고위간부의 숙청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 다. 한편으로는 공개적, 개방적 활동과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다

가가는 친인민적 모습을 통해 김정일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

하 다.43) 

제3절 기존연구의 한계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한 전기적 연구들은 주로 이들의 개인사를 설명하는데 

치중하 다. 리더십에 향을 미친 환경적 요인들도 검토하 으나 이에 관한 체계

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기존의 리더십 이론을 적용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 다. 그러

40) 위의 글, pp. 23-43.
41) 백학순, ｢김정은 시대의 북한정치 2012~2014: 사상·정체성·구조｣ (성남: 세종연구소, 2015), pp. 

134-167; Paik Haksoon, “The Kim Jong Un Leadership and North Korea’s Strategy for Peace,” ｢통
일연구｣ 17권 1호 (2013), pp. 165-199.

42) 위의 책, pp. 188-191; ibid.
43) 김일기·이수석,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과 리더쉽,” ｢북한학보｣ 6월호 (2014), pp. 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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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양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의 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구축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의 향을 설명하는데 치중하여 

지도자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모범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한편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임재천의 

연구는 김정은의 개인사에 대한 면 한 검토를 생략한 채 김일성, 김정일과의 비교

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 다. 그 결과 김정은 개인의 특성이 그의 리더

십에 미치는 향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 다. 또, 환경적 요인들이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도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연구들도 김정은의 

개인적 특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집권 후의 활동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정은의 

리더십에 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리더십 

기능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

할 것이다. 

제3장 김정은 리더십 연구의 분석틀

제1절 리더십의 개념과 연구 경향

리더십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채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리더십은 지도권, 지도력, 지도자로서의 능력, 지도적 지위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44) 넓은 의미에서의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도자가 집단 

구성원들에게 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45) 공동의 목표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리더십은 권력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리더십 

연구자들 중 한 사람인 번즈는 리더십이 권력의 일종이지만 추종자의 동기를 무시

한 채 지도자의 목적만을 만족시킬 수도 있는 권력의 일면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동기와 목적을 가진 지도자가 추종자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

44) 김인혁, “김정일의 리더십과 남북관계,” ｢한국동북아논총｣ 25집 (2002), p. 2. 
45) Peter G. Northous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5th ed. (London: Sage, 201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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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제도적, 정치적, 심리학적 자원 등을 동원할 때 리더십이 행사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도자의 동기와 권력기반이 추종자의 동기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도

자와 추종자 모두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설명하 다.46) 

이처럼 단순한 권력 행사와 리더십의 차이를 강조한 번즈는 야만적 권력을 휘두

른 독재자들은 절대자일 뿐 지도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에 터커는 독재자들도 

자발적 추종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재적 리더십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47) 터커에 따르면, 리더십이란 어떤 개인들이 타인들에게 결정적인 

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인간 상호작용의 과정이다.48) 터커는 

정치리더십이 지시적 기능(directive function)을 가진다고 보고 이를 세 국면으로 

구분하 다. 첫째가 진단적 기능이다. 이는 지도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지도자는 특정한 가치에 입각하여 집단을 위해 상황을 권위적으

로 진단하고 규정한다. 둘째는 처방적 기능이다. 이는 지도자가 집단이 취할 행동

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는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종종 집단 구성원 일부의 목표

를 집단 전체의 목표와 동일시한다고 터커는 설명하 다. 셋째는 동원적 기능이다. 

이 기능은 정책수행 내지 집행과 관련되며, 지도자가 처방한 방식대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집단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49) 

한편, 리더십 현상을 다루는 이론적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50) 하나는 

지도자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지도자의 출현, 정책선택, 정책적 성과 등을 설명

하는 특성론이다.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연구자로는 그린스타인(Fred I. Greenstein)

을 꼽을 수 있다.51) 다른 하나는 역사적 배경, 정치제도, 경제상황, 사회구조, 문화

적 풍토 등 외적 요인에 주목하여 리더십을 설명하려는 경향으로 환경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론을 대표하는 연구자로는 페이지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정치리더십 행동이 성격, 역할, 조직, 임무, 가치관,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

다고 보았으며, 리더십이 발현되는 환경(setting)으로 자연적, 인공적, 사회문화적 

측면들에 주목하 다. 그는 지리, 기술, 경제체제, 사회체계, 문화체계가 정치적 

46) Burns, Leadership, p. 18.
47) Tucker, Politics as Leadership. pp. 12-13.
48) Ibid., p. 11.
49) 위의 책, pp. 18-19.
50) 고원, “한국의 정치리더십에서 ‘카리스마’의 전환,” ｢내일을 여는 역사｣ 45호 (2011, 겨울호), 

p. 69.
51) Fred I. Greenstein, The Presidential Difference: Leadership Style from FDR to Clinton (New 

York: Free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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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공연하는 극장, 행동의 가능성을 확대하거나 제약하는 무대와 소품, 배우

와 관객을 연결하는 물리적 배치, 누가 관객이 되고 누가 배우가 되는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 의사소통을 좌우하는 언어문화를 구성한다고 

설명하 다.52) 세 번째 이론적 입장은 특성론과 환경론을 절충하여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제약을 함께 고려하는 상호작용론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론은 지도자 개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데, 일반

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지도자의 등장과 선택을 상황적 구조와 연결시

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반면에 환경론에 경도될 경우에는 

지도자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맥락은 잘 보여줄 수 있지만 개별 리더십의 

특성과 개인의 능력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질 수 있다. 두 접근법이 가진 문제점들

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리더십 연구자들은 환경적 제약과 지도자 개인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상호작용론적 접근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론적 접근

은 초점이 분명하지 않는 일반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53)

제2절 김정은 리더십 연구를 위한 분석틀 

위의 이론적 입장들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평가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의 관련성 속에서 김정

은 리더십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결정 및 집행에 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특성과 환경적 제약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모호한 

일반론에 빠지지 않도록 동일한 환경적 맥락에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경향

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도자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제약을 함께 고려하되 동일한 조건에서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어떤 목표

를 추구하는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지도자 개인의 

특성을 보다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과의 비교연구를 시도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통치

하던 나라의 최고권력을 승계하 다. 이는 권력 승계 당시 많은 환경적 조건들이 

52) Glenn D. Paige, “Toward a Political Leadership Profile for a Changing Society,” in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edited by Dae-Sook Suh and Chae-Jin Le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p. 247. 

53) 고원, “한국의 정치리더십에서 ‘카리스마’의 전환,”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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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집권 시기와 유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등장한 이후 북한정권이 이전

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환경적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으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또, 리더십이 발휘되

는 환경도 김정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변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리 호, 장성택 등의 숙청에 따른 엘리트와의 관계 변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에 따른 중국, 미국, 남한과의 관계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김정은의 리더십이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는 정치리더십의 기능을 강조하는 터커의 이론이 유용하다고 본다.54) 리더십이 

기능을 발휘하는 여러 국면 내지 단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할 경우 개별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나 특징에 대한 연구들이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김정은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 는지, 상황 

해결을 위해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자신의 처방이 실행되도록 특정집단이나 북한

주민 전체의 지지를 어떻게 동원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려 한다. 또한 최고권력자의 상황 진단, 정책적 처방, 정책 집행을 위한 

동원을 모두 검토함으로써 김정은의 리더십을 북한의 정책결정 및 집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리더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진단, 처방, 동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특정한 방향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이유와 특정

한 방식으로 지지를 동원하려 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 처방, 동원

의 내용과 함께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의 향을 면 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터커의 리더십 기능이론과 상호작용론적 접근에 입각한 리더십 이론들을 

결합하여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려 한다.  

<표 1> 김정은 리더십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개인적 특성 환경적 요소

능력
개성
개인적 자원

주요 정치조직
자원제약
권력엘리트의 이해구조
대중의 의식과 요구
대외관계

54) Tucker, Politics as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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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론적 리더십 분석에서는 흔히 능력, 개성,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한다.55)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로 지도자가 속한 사회, 사회·정치적 조직들, 제도들, 

크고 작은 추종자집단 및 지지자집단들과의 관계를 꼽는다.56) 김정은의 개인적 

특성인 능력, 개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개인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 리더십이론에서 제시하는 환경적 요소들인 사회, 조직, 제도, 

추종자·지지자집단과의 관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김정은의 리더십에 향을 미

치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요인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움직이는 주요 정치적 조직들, 북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자원제약, 핵심 

추종집단인 권력엘리트의 이해구조, 지지집단이자 동원의 대상인 대중의 의식과 

요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 김정은이 국가지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대외관계를 환경적 요소에 추가할 것이다. 

유일지도체계를 내세우는 북한의 핵심적 정치조직은 조선노동당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노동당 조직이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국내외적 위기를 김정일 개인의 권위만으로 극복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위기 국면에서도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이념적, 

제도적 장치들을 구축하 다. 이런 노력의 결과 새롭게 성립된 이념과 제도를 바탕

으로 행해지는 정치를 북한은 선군정치라고 불 으며 선군정치의 제도적, 법적 

기반이 되는 기관으로 국방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이런 정치조

직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 다고 할 수 있다.  

대외환경, 특히 지정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인접국가들과의 관계는 지도자

의 상황 진단, 처방, 동원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소련과 동구공산권의 

붕괴, 미국이나 남한과의 관계 변화 등과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는 북한의 자원제약 

상황이 개선되거나 악화되는데 향을 미침으로써 김정일의 리더십에 간접적으로

도 향을 미쳤다. 김정은 집권 후에도 대외환경이 그의 리더십에 미친 향이 

적지 않다.

자원제약 역시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매우 강력한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

다. 북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난을 북한 변화의 핵심적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이란 결국 자원제약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며 자원제약의 

55) Gibb, “Leadership,” p. 91.
56) Gabriel Sheffer, ed. Innovative Lead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p.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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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기도 하다. 자원제약은 북한체제 자체가 가진 모순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자원확보 비용 증가 

및 수출시장 상실 등 대외환경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 다. 김정일은 심각한 자원제

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권력엘리트의 이해구조는 자원제약 상황과 대외환경 변화의 향을 받는 요인

이다. 일반적으로 대외관계, 특히 안보상황의 악화는 군부의 향력을 강화하게 

되며 반대로 대외관계가 나아지면 경제개방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가 용이해져 

내각의 입지가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예이다. 자원제약은 특히 

중앙과 지방의 이해구조가 달라지게 하는 요인이다. 제한된 자원을 두고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과 내각 같은 조직

들 간에 상이한 이해구조가 형성된다거나 중앙과 지방 간의 이해구조가 달라지는 

등의 변화는 리더십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덩샤오핑의 분권화정책이 

개혁·개방에 대한 지방간부들의 이해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이 보수적인 마오

쩌둥체제의 유산들로부터 벗어났을 뿐 아니라 막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덩

샤오핑의 리더십이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변화의 실례이다.57) 

개인적 특성

개성

능력

개인적 자원

환경적 요인

주요 정치조직

자원제약

엘리트 이해구조

대중의 의식·요구

대외관계

상황 진단

성과

정책 처방

지지 동원

<그림 1> 김정은의 기능적 리더십에 대한 개인 특성과 환경 요인의 영향

57) Susan L. Shirk,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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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김정은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그의 리더십에 미치는 향

을 도식화한 것이다. 정치리더십의 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상황 진단, 정책 처방, 

지지 동원의 국면마다 김정은의 리더십이 발휘된다. 이 과정에서 각 국면마다 김정

은의 개인적 특성인 능력, 개성, 개인적 자원과 환경적 요인들인 주요 정치조직, 

자원제약, 엘리트의 이해구조, 대중의 의식과 요구, 대외관계가 향을 미친다. 

김정은의 리더십이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가에 따라 그의 리더십에 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이 변화하며 그 결과 김정은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정책적 

처방, 지지 동원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그의 리더십이 어떤 성과를 발휘하느냐에 

따라 김정은의 개성, 능력, 개인적 자원도 변화할 수 있고 변화된 개인적 특성이 

그의 리더십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성과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변화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비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김정은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

제1절 김정일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정은의 개인사

1. 아동기

김정은의 개인사에서는 특이한 경험들이 적잖이 발견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

징은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물론 엘리트와도 격리된 채 성장하 고 성인이 된 뒤에

도 신분을 숨긴 채 살았다는 점일 것이다. 권력을 세습했다는 공통성 때문에 흔히 

김정일과 김정은은 “왕자”로 성장했다고 여겨진다.58) 이러한 평가가 옳은 면도 

있지만 김정일과 김정은의 성장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김정일은 처음부터 

왕자처럼 성장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인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고 가정적인 불행도 겪었다. 반면에 김정은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대접받았으며 일반사회와 격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

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이 자유롭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러시아 연해주의 하바로프스크 근처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일

성이 1941년 경 만주에서 소련으로 넘어와 브야츠크의 소련극동군 군 에서 지냈

58) 임재천,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성장 과정 및 사상적 기반, 정당성, 리더십 특징을 중

심으로.” ｢동북아연구｣ 29권 1호 (2014), p. 32; 정성장, “북한의 권력승계 진전과 대북 전

략과제,” 제111회 흥사단 통일포럼 발표문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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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김정일도 이곳에서 성장하 다.59) 그는 1950년대 말까지 유라라는 러시

아어 이름을 사용하 다. 남산고급중학교 출석부에도 김유라라는 이름이 올라 있

었다.60) 정일이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유라가 정식 이름이었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8월종파사건 이후에도 소련 문화가 우대받고 소련식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중소분

쟁이 격화된 뒤에야 주체가 강조되었다. 김정일은 1960년 여름에야 친구들에게 

이름을 고쳤으니 유라가 아닌 정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 다.61) 

김정일은 소련의 향을 많이 받은 학교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나 연안계 공산주의자들의 자녀들과도 어울려 지내며 성장했다.62) 

해방 이후 김정일은 수상의 아들로서 많은 특권을 누렸으나 공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또, 해방, 전쟁, 파벌투쟁 등 정치적 소용

돌이를 목도하며 성장했다. 김정일이 1948년 9월에 입학한 남산인민학교는 노동

당, 내각 등에 속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당시의 고위 간부

층은 연안계, 소련계, 빨치산계, 남로당계, 북한지역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자 등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정일이 학교수업을 빼먹고 일찍 귀가한 날 모친인 김정숙

은 아버지가 공인이므로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회초리로 그를 때렸다고 

한다.63)

1949년 출산 중에 김정숙이 사망한 뒤에는 더욱 주변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을 조심해야 했을 것이다. 그는 전쟁이 나자 숙부 김 주의 손에 이끌려 만주 

길림으로 갔으며 길림학원에서 2년간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했다.64) 1952년 평양으

로 돌아왔으나 김일성과 50여일을 같이 보낸 뒤 1952년 11월 22일 만경대 혁명가유

자녀학원 4학년에 편입하여 부모를 잃은 빨치산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 1953년 

9월에야 다시 일반 인민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65) 

김정일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야 했고 전쟁의 참화도 목격했

던데 비해 김정은은 북한사회와 철저히 격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북한의 현실을 접할 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1983년 

59)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pp. 25-29.
60) 위의 책, p. 29.
61) 위의 책, p. 31.
62) 위의 책, p. 31.
63) 정창현,「CEO 김정일: 때를 기다려 올인하는 전략, 그 모든 것을 밝힌다｣ (서울: 중앙북스, 

2007), pp. 326-327. 
64)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p. 34.
65) 정창현, ｢CEO 김정일: 때를 기다려 올인하는 전략, 그 모든 것을 밝힌다｣, pp. 307-315; 이

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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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또는 1984년 1월 8일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이 자신과 같은 

돼지띠라는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983년생이다.66) 반면에 서방 

정보기관들이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사용했던 여권 정보 등을 통해 파악한 

출생연도나 25회 생일을 하루 앞둔 2009년 1월 7일에 평양에서 축하모임이 열렸다

는 보도 등에 따르면 1984년에 출생한 것이 된다.67) 출생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

지 않고 있다.

출생 이후 유년기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없다. 김정남의 

성장과정에 대한 성혜랑, 이한 의 기록과 1990년 1월에 김정은을 처음 만났다는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으로 보아, 북한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채 가족들과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68) 이모인 고 숙의 가족과 고모인 김경희의 가족을 제외하면 경호

원, 보모, 가정교사, 선발된 놀이친구 등에게 둘러싸여 성장했을 것이다. 아주 어렸

을 때는 평양의 관저에서 생활했겠지만, 김정일이 초대소를 옮겨 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김정은도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이 머무르는 초대소는 북한 각지에 수십 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양의 김정일 저택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김정일의 취향에 맞춰 사격장, 20-30명을 수용하는 화관, 오케스트라나 

무용단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 바카라를 할 수 있는 유희대, 당구대 등이 초대소마

다 갖추어져 있었다.69) 김정일이 가장 자주 찾았던 원산 초대소에는 둘레가 900미

터인 승마장도 갖추어져 있었다.70) 이곳에는 선박 안에 설치된 50미터의 이동식 

풀장도 있어서 예인선으로 함흥 초대소까지 끌고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71) 초대소

들을 옮겨다닐 때에는 김정일의 전용 열차에서 생활하 다. 열차에는 호화로운 

응접실과 샤워실, 식당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벤츠 승용차가 실려 있어서 필요할 

때는 자동차로도 이동할 수 있었다.72)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일이 평양에 머무는 날은 1년 중 60일가량에 불과하고 

나머지 날들은 초대소를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고 증언하 다. 각 초대소에 소속된 

인원이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이동하는 인원도 측근 간부, 부관, 비서, 의료진, 요리

66) 후지모토 겐지 저, 한유희 역,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서울: 맥스미디어, 2010), p. 60.
67) 김종현, “北 김정은, 83년생 아닌 84년생,” 연합뉴스, (2010. 10. 10).
68)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이한 , ｢김정일 로열패 리: 김정일 처조

카 이한 의 수기｣ (서울: 시대정신, 2004).  
69)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 43.
70) 위의 책, p. 45.
71) 위의 책, p. 40.
72) 위의 책,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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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등 많을 때는 100명을 넘었다고 한다. 김정일이 거주지를 자주 옮긴 것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다고 그는 주장한다.73) 김정일이 초대소를 옮겨 다닐 때 언제나 

가족을 대동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 희와 자식들이 동행했던 

것으로 보인다.74) 

후지모토에 따르면, 김정일은 1990년 1월 중순에 김정철과 김정은을 처음으로 

측근 간부들에게 소개했다. 신천초대소에서 어린 형제가 군복을 입고 서서 김정일

에게 경례를 한 뒤 그의 측근들과 악수를 했다. 후지모토의 차례가 되자 김정철은 

악수를 했으나 김정은은 손을 내 지 않고 험악하게 노려보았다. 김정일이 후지모

토를 다시 소개한 뒤에야 김정은도 악수를 했다고 한다.75) 북한의 다른 어린 아이

들처럼 김정은도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찬양하는 한편 일본인들을 미워하도록 교

육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김정철은 학교에 가지 않고 전속 가정교사에게 배웠다. 김정은이 유학을 

떠나기 전에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은과 김정철이 어릴 때부터 한자를 배우고 있었고, 자신을 만났을 때 

일본어 인사말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 다.76) 이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장성택

이 맡고 있었다고 한다.77)

김정일이 친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데 비해 김정은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다. 김정일은 1947년 여름에 한 살 어린 

남동생 슈라가 익사하는 아픔을 겪었고 1949년에는 모친을 잃었다. 당시에 동생 

김경희는 겨우 세 살이어서 엄마를 찾으며 울어댔고 김정일도 힘겨워했다고 한다. 

전쟁 중에는 남매가 김일성과도 떨어져 살았고, 부친의 집으로 돌아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전쟁 전에 수상관저 전화 교환원이었던 새어머니 김성애와 함께 살게 

되었다. 김성애는 1953년에 경진을, 1954년에 평일을, 뒤이어 일을 낳았다. 김정

일은 처음에 김성애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1953년 숙부 김 주가 결혼하자 

그의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오극렬, 오진우 등의 집에 가서 며칠씩 자고 오기도 

했다. 김성애가 김정일과 김경희를 잘 돌보았고 함께 살았던 김성애의 모친도 후덕

73) 위의 책, p. 41.
74) 후지모토 겐지 저, 신현호 역, ｢김정일의 요리사: 나는 그의 알몸을 봤다! 그는 자주 네로

처럼 울었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3), p. 64.
75) 위의 책, pp. 136-137;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 23-25.
76)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 32, 57. 
77) 정성장, “북한의 권력승계 진전과 대북 전략 과제,” 111회 흥사단 통일포럼 발표문(2010 9. 

2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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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김정일은 김성애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고 어린 이복남매들과도 잘 지냈다

고 한다.78) 그러나 김경희는 끝내 김성애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79) 

1970년대 초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던 시절에 여맹 위원장이던 

김성애가 동생 김성갑 등을 내세워 전횡을 시작하자 계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

졌다. 김성애가 낳은 김평일이 후계자로 거론된 것은 아니었으나 김정일은 계모 

일가의 향력 강화를 위협으로 여겼을 것이다. 김성애는 1973년 김정일이 후계자

로 결정된 뒤에도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그를 당중앙이 아니라 정일이라고 불

다.80)

김정일은 자신이 겪은 불행을 자식들이 겪게 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혜랑, 이한 , 후지모토 등의 기록 어디에도 김정일의 아내들이나 이복형제들이 

만났다는 내용이 없다.81) 서로의 존재는 잘 알고 있었으나 이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독자적인 생활을 해 나갔던 것이다. 

고 희가 살아있을 때에도 김옥이 김정은의 식구들과 함께 지내기는 했다. 그러

나 김옥은 김정일의 아내라기보다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 희와 김옥

의 위계도 분명했다.82) 김정은은 김옥을 동무라는 경칭도 없이 ‘옥이’라고 불

다.83) 김옥은 파리에서 치료를 받던 고 희가 사망한 뒤 평양으로의 운구를 맡았을 

정도로 고 희의 가족을 보좌하는 입장이었다. 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립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김정은과 김정철은 김정일을 ‘파파’라고 불 고 고 희를 ‘엄마’라고 불 다. 

주변 사람들은 김정철을 ‘큰 대장’으로, 김정은을 ‘작은 대장’으로, 김여정을 ‘공주

님’으로 불 다고 한다. 고 희는 ‘사모님’으로 불리었다. 이들의 본명은 김정일의 

측근들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후지모토도 고 희가 김정은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

고서야 그의 이름이 정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84) 

이처럼 철저한 비  유지와 사회와의 격리 속에서 김정은은 걱정거리가 없는 

78)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p. 35.
79) 정창현, ｢CEO 김정일: 때를 기다려 올인하는 전략, 그 모든 것을 밝힌다｣, pp. 305-312. 
80) 위의 책, pp. 349-351. 
81) 이한 , ｢김정일 로열패 리: 김정일 처조카 이한 의 수기｣ (서울: 시대정신, 2004); 성혜

랑, ｢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2000); 후지모토 겐지, ｢김정일의 요리사｣;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82) 藤本建二, ｢核と女を愛した将軍様: 金正日の料理人 最後の極秘メモ｣ (東京: 小学館, 2006), 

pp. 139-148. 
83) 정성장, “북한의 권력승계 진전과 대북 전략과제,” 제111회 흥사단 통일포럼 발표문 (2010. 

9. 29), p. 15.
84)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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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을 보낸 듯하다. 김정은은 늘 형과 함께 지냈고 자신과 비슷한 또래인 

고 숙의 장남과 수행원을 겸하는 10대 미소녀 두 사람을 놀이상대로 삼았다. 김정

일과 고 희의 수행원들, 운전기사, 화기사, 경호원, 요리사 등도 이따금 형제의 

놀이상대를 해 주었다. 이들은 평양의 관저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초대소에서 술래

잡기, 고무줄놀이, 종이비행기 날리기, 연 날리기, 팽이 돌리기, 죽마 등을 하며 

놀았다. 성장하면서 롤러스케이트와 롤러블레이드도 타게 되었고 볼링도 했다. 

또, 일본 만화를 보고 슈퍼마리오, 테트리스 등의 비디오 게임을 했으며, 두더지 

잡기와 자동차 경주 등 일본에서 유행하는 업소용 게임기들도 가지고 놀았다. 김정

철이 게임에 몰두한데 반해 김정은은 혼자 그림을 그리기도 했으며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상자에 보관하 다.85) 평양에 가까운 강동초대소에는 본관 외에 김정일 

전용인 장군건물, 고 희와 자녀들을 위한 1호 건물과 함께 김경희와 장성택을 

위한 2호 건물이 있었다. 이는 장성택이 김정은과 매우 친 하게 지냈으며 그의 

성장과정에 미친 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86)

김정은이 자라난 평양의 저택과 여러 초대소에는 부모 이외에 특별히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없었다. 잘못을 저질러도 나무랄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주변사람들 

모두가 김정은의 기분을 맞추며 놀이상대가 되어주었다. 형인 김정철조차 김정은

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스타일이었고 김정은 때문에 다칠 뻔 했을 때에도 화를 

내지 않을 정도로 유순한 성격이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자랐다. 응석기가 있고 장난도 심했으나 김정일

은 김정철의 부드러운 성격보다 김정은의 성격을 좋아했다. 김정은은 그야말로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주변사람들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기

김정일과 김정은의 청소년기 경험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김정일은 평양제

1초급중학교를 거쳐 부부장급 이상의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남산고급중학교에 

입학했다. 고급중학교에 다니던 시기에는 이미 반종파투쟁이 마무리되고 김일성

의 권력이 확고부동해진 상황이었다. 공인의 아들로서 주위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김정일의 입장도 변했다. 오히려 주변사람들이 김정일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

이 되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어린 시절과는 달리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러시

85) 위의 책, pp. 25-30.
86) 정성장, “북한의 권력승계 진전과 대북 전략 과제,”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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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사는 그의 중․고등학교 동창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누구와도 잘 사귀었고 무엇

이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다.87) 

김정일은 학과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성적도 중간정도 다.88)　대신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겼다. 축구, 낚시, 사냥 등이 취미 고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학습태도를 걱정했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담임교사를 

저녁식사에 초대해 담배를 피게 하고 자신은 피지 않았으며 김정일이 숙제가 무엇

인지 기억하지 못하자 대신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자식이 스승을 공경하

고 학교공부에 신경을 쓰도록 가르치려 했던 것이다.89) 또, 각 분야의 유명한 선생

님들을 집으로 모셔 김정일을 가르치게 하 다.

반면에 교과과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던 김정일은 자식들도 

자기방식대로 가르쳤다. 학교생활을 경험하도록 스위스에 유학을 보낸 뒤에도 자

주 북한으로 불러들여 오래 머무르게 하 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고 희의 생일은 

물론, 김일성 생일, 건국 기념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 등 중요한 기념일에는 반드시 

북한으로 돌아갔고 1달 정도 북한에 머물 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도 북한에서 

지냈기 때문에 스위스 유학 중에도 북한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

다.90) 이 때문에 학교수업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지만 김정일도 

김정은도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스위스에서도 북한에

서도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매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김정은은 1996년 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 스위스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캠벨 전 미 국무차관보는 김정은의 동급생뿐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을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미국 정부가 접촉했다며 김정은이 스위스에 있는 

학교에서 7~8년간 생활했다고 주장하 다.91)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정철이 스위

스 유학을 시작한 1993년부터 김정은도 스위스와 북한을 오가는 생활을 했을 가능

성이 있다. 김정은은 김정철이 다니던 베른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Berne)

에 다니다가 몇 개월 뒤에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베른 인근의 리베펠트

87)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p. 37.
88)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495.
89)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p. 39.
90)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 39, 139; 藤本建二, ｢核と女を愛した将

軍様: 金正日の料理人 最後の極秘メモ｣ (東京: 小学館, 2006), p. 135. 
91) “On GPS Sunday: Why U.S. students are falling behind, and North Korea’s surprise execution,” 

CNN (December 14, 2013), at http://globalpublicsquare.blogs.cnn.com/2013/12/14/on-gps-sunday- 
why-u-s-students-are-falling-behind-and-north-koreas-execution/ (검색일: 201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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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efeld)에 있는 리베펠트-슈타인횔츨리학교(Schule Liebefeld Steinhölzli)에 편입

하 다. 김정은은 독일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학급에서 공부하다가 1998년 

8월에 6학년 일반학급으로 옮겼으며 9학년이던 2000년 가을까지 학교를 다녔다.92) 

6학년은 초등학교 과정이고 7~9학년은 중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김정은이 학교에 

다니던 시기에는 여동생 김여정도 ‘정순’이라는 가명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초등학

교에 다녔다. 김여정은 1996년 4월 23일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보충반에 들어갔으

며 1997년 8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급으로 옯겼다.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친 2000년 

7월까지의 기록이 학교에 남아 있다.93) 유학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보아 김정은은 

여동생과 함께 스위스와 북한을 오가며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철과 김정은이 다녔던 베른 국제학교는 부유층, 선진국 고위 외교관 자녀, 

왕족 등이 다니던 사립학교로 수업은 어로 진행되었다. 베른 국제학교 졸업생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철이 재학하던 당시 학생 수가 한 학년에 10여명 정도로, 유치

원(Early Learning Centre) 과정을 포함해도 전교생이 140명 내외 다. 이동식 수업 

등을 진행한데다 학생들이 공동으로 학과 활동이나 과외 활동을 하도록 장려했으

므로 학생들 대부분이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94) 

김정은이 국제학교를 그만둔 표면적인 이유는 학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김정은의 신분을 숨기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을 것이다. 김정철

의 경우 박철(Chol Pa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과 여러 국제

기구들이 위치한 제네바를 오가는 북한 대사관 운전기사의 아들로 신분을 위장했

다. 그러나 그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학교에 돌았다. 특히 국제학교에 

다니던 남한 유학생들은 그의 신분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한다.95) 국 일간지 데일

리메일의 기자가 2011년에 확인한 베른 국제학교 학비는 1년에 약 16,000 파운드

다.96) 김정철은 문광철이라는 경호원 격의 북한 학생과 늘 함께 다녔다. 김정철보

다 나이가 많고 운동 실력이 뛰어나고 무뚝뚝한 문광철이 경호원이라는 것을 누구

라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97) 경호원의 학비까지 부담하면서 최고급 사립학교를 

92) 이 종,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품플러스, 2010), p. 48.
93) 위의 책, p. 54.
94) “북 김정은 스위스 유학시절 공개,” MBN 뉴스 (2014. 4. 11.),

http://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69057 (검색일: 2015. 11. 1).
95) “북 김정은 스위스 유학시절 공개,” MBN 뉴스 (2014. 4. 11); 大野和基, “金王朝プリンス”

金正哲がスイス留学で描いた夢（上）,” ｢月刊正論｣　2006年6月号.
96) Allan Hall, “He couldn’t speak English, didn’t pass any exams and was obsessed with 

basketball and computer games: Kim Jong Un’s Swiss school days revealed,” Daily Mail (22 
Dec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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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북한 학생이 운전기사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제학교는 단체여행, 스키 등 교외 활동도 많아서 김정일로서는 아들에게 

경호원을 붙이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김정은은 박은(Un Pak)이라는 가명을 쓰며 공립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북한 외교관의 아들로 위장할 수 있었다. 교사들도 김정은을 평범한 외교관 자녀로 

알고 있었다. 학부모 방문일(parents’days)에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늘 대사관 직원

이 온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뿐이라고 한다.98) 이점 역시 김정철이 다니던 

국제학교를 고 희가 자주 방문했다는 한국인 동창생의 증언과 대비가 된다. 특히 

학생들이 스키를 타러 가는 금요일에 고 희가 학교에 와서 기다리다가 학생들이 

돌아오면 김정철을 데리고 돌아가곤 했다고 당시의 동창은 기억하고 있다.99) 국제

학교의 당시 교장도 박철의 부모를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박철이 

통역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100) 고 희가 베른 국제학교를 방문했을 수도 있지

만 고 숙과 그의 남편 박건이 부모 대신 학교를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박건의 성을 따라 김정철과 김정은이 박철, 박은이라는 가명을 사용

했다는 견해도 있다.101) 자매의 외모가 닮았다면 고 희의 사진을 본 한국인 동창

생이 고 숙을 고 희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건은 1998년 5월까지 스위스에서 근무하다가 고 숙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하

다.102) 학부모 방문일에 김정은의 부모가 학교를 찾지 않았던 것은 부모 대역을 

할 이모 부부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김여정이 다녔던 초등학교 관계자들도 

김여정이 등하교할 때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여성이 교대로 동행했던 것으로 

기억하 다. 이모 부부의 부재로 인해 스위스에서의 생활이 더욱 자유로왔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과 어린 여동생을 돌보던 이모 가족의 망명에 김정은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김정은은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피자가

게, 은행, 슈퍼마켓 등이 있는 거리에 위치한 넓은 연립주택에서 살았다. 농구를 

97) “북 김정은 스위스 유학시절 공개,” MBN 뉴스 (2014. 4. 11.).
98) Martin Fricker, “North Korea leader Kim Jong-un’s schooldays in Switzerland revealed,” 

Mirror (December 22, 2011).
99) “북 김정은 스위스 유학시절 공개,” MBN 뉴스 (2014. 4. 11).

100) 大野和基, “ “金王朝プリンス”金正哲がスイス留学で描いた夢（上）, “ ｢月刊正論｣ 2006年6月
号.

101) 정성장, “북한의 권력승계 진전과 대북 전략 과제,” 111회 흥사단 통일포럼 발표문 (2010. 
9. 29), p. 9.

102) 위의 글,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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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배가 고프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전속 요리

사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리해 주었다. 김정은은 친구들이 낯설어 

하는 음식을 자주 먹었다고 한다. 북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거처에는 그를 위한 

개인교사, 운전기사도 있었다. 친구들이 부모라고 생각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김정은이 가깝게 지낸 친구들은 대개 농구를 좋아하는 이민자 가정의 아들들이

었다.103) 특히 포르투갈에서 온 주앙(Joao Micaelo)과 단짝이었다. 학교를 마치면 

김정은은 거의 언제나 주앙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김정은은 주앙의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었다. 주앙의 어머니가 해 준 음식도 잘 먹었다고 한다. 김정은은 주앙에

게만은 자신이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주앙은 

이를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104) 김정은과 주앙은 둘 다 독일어가 서툴러서 

학과 공부를 따라가거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농구를 몹시 

좋아했기 때문에 단짝이 되었던 것 같다. 

김정은은 점차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없는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105) 그러나 독일어로 

진행된 수업시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질문을 받으면 자기 의견을 표현하려

고 애를 썼지만 답을 할 때마다 허둥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106) 김정은의 성적

도 좋지 않았다. 이는 김정은이 자주 북한에 돌아가 오래 체류한 탓도 컸을 것이다.

주앙 등 동창생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말이 없는 편이었다. 특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학교에 포르노 잡지를 가져 왔다가 걸린 적도 있지만 

여학생들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다.107) 김정은은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

기한 적이 거의 없었다. 다만 북한음악, 특히 북한 국가를 많이 들었다. 반면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서양 음악은 듣지 않았다.108) 김정은은 친구들을 집으

로 데려가 NBA 경기를 자주 시청했고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화를 보기도 했다. 

특히 성룡이 출연한 무술 화와 007시리즈를 좋아했다고 한다. 제임스 본드가 공

산주의자들과 싸우는 내용을 보면서도 이에 관해 아무 말이 없었다.109) 

103) Andrew Higgins, “Who Will Succeed Kim Jong Il?” Washington Post (July 16, 2009).
104) Colin Freeman and Philip Sherwell, “North Korea leadership: ‘My happy days at school with 

North Korea’s future leader’,” The Telegraph (September 26, 2010).
105) Andrew Higgins, “Who Will Succeed Kim Jong Il?”
106) Allan Hall, “He couldn’t speak English, didn’t pass any exams and was obsessed with 

basketball and computer games.”
107) Ibid.
10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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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밤에 외출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친구들과 파티에 가지도 못했다.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을 것이다. 김정은은 2000년 가을에 리베펠트에서 사라져 

버렸다. 학교에는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뿐이며 친구들에게도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 이후 교사나 학생들 중에 김정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람도 없었다.

당시의 친구들은 김정은이 NBA 농구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정은은 

대부분의 시간을 농구를 하면서 보냈고, 그가 살던 집은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 등의 스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포함한 NBA 관련 기념물들로 가득 차 있었

다. 김정은은 값비싼 NBA 운동화도 잔뜩 가지고 있었고 NBA 공인구로 농구를 

했다.110) 대사관 차량으로 파리에 가서 NBA 시범경기를 보기도 했다. 시카고 불스

의 광팬이었는데, 수업시간에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을 그리다가 야단을 맞기

도 했다. 김정은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농구게임을 했다고 한다.111) 당시의 친

구들은 김정은이 농구를 할 때만큼은 매우 격렬한 플레이를 했으며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승리가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증언한다.112) 

김정은은 유학을 떠나기 얼마 전인 1996년 1월부터 농구를 시작했다. 형 김정철

과 초대소 직원, 기쁨조 남녀 조원, 경호원 등과 팀을 나눠 초대소 체육관 등에서 

시합을 했다. 농구에 빠진 김정은은 식사를 마친 지 5분도 안 되어 농구를 하러 

나가려고 했고 고 희에게 자리에 더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철을 끌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후지모토는 김정은 형제가 농구경기를 

할 때 심판을 보았다. 일부 초대소에 농구코트가 있었지만 정작 경기 규칙을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113) 

김정일은 농구를 좋아하는 아들들을 위해 농구 전용 체육관을 여러 개 지었다. 

기구들에 일본어 라벨이 붙어있었지만 김정일은 골대부터 농구공까지 NBA에서 

사용되는 것과 똑같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원산 초대소에 농구 전용 체육관이 두 

곳, 묘향산 초대소에 두 곳, 창성초대소에도 한 곳이 있었다. 이 밖에 72호(함흥) 

초대소와 평양 근교의 22호 초대소에도 농구 코트가 있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유학 중에 북한에 들어왔을 때에도 농구에 열중할 수 있었다. 스위스 농구팀을 

109) Freeman and Sherwell, “North Korea leadership: ‘My happy days at school with North Korea’s 
future leader’.”

110) Fricker, “North Korea leader Kim Jong-un’s schooldays in Switzerland revealed.”
111) Akita Shubert, “Swiss man remembers school with son of North Korean leader,” CNN 

(September 29, 2010), http://edition.cnn.com/2010/WORLD/asiapcf/09/28/north.korea.heir.friend/ 
(검색일: 2015. 10. 3).

112) Fricker, “North Korea leader Kim Jong-un’s schooldays in Switzerland revealed.”
113)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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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번 초청하여 북한 국가대표님은 물론 김정은과 김정철의 경기를 위해 

만든 두 개의 팀과도 평양 시내의 체육관에서 국제경기를 했다.114) 

김정일은 아들들이 농구를 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다.115) 그는 아들들이 스포

츠를 즐기고 또 잘 하는 것을 흡족히 여겼던 것 같다. 원산 초대소에 머무를 때면 

김정은 형제는 농구 뿐 아니라 수 , 요트,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해양 스포츠를 

즐겼다.116) 후지모토는 배에서 식사를 하던 김정일이 1.5km 앞에 보이는 섬까지 

수 을 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아들들이 성공하자 몹시 자랑스러워했다는 이야

기도 전한 바 있다.117)  

김정일은 고등중학교 재학 당시 이미 권력지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독재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월권을 하는가하면 김일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 던 것이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에 동행한 김정일은 10대 후반의 학생일 뿐이

었으므로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 없어서 숙소에 머무르곤 했다. 그런데 김정일은 

아침에 집을 나서는 김일성을 부축하거나 신을 신겨주곤 하 다. 김일성이 40대 

후반인데도 이런 행동으로 마음을 얻으려 한 것이다. 김일성이 숙소에 돌아온 뒤에

는 수행원들을 모아놓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받고 이런 저런 지시도 내렸다

고 한다.118) 

반면에 김정은은 중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정치적인 행동을 하거나 권력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행사하기도 하 다. 김정철은 김정일의 일본인 전속 요리사

에게 ‘씨’라는 경칭을 사용하 으나 김정은은 처음부터 후지모토라고만 불

다.119) 김일성의 부관을 지낸 인물이 김정일의 배려로 원산초대소에 가끔 불려가

서 지냈는데 1998년경 김정은이 60세가 넘은 그를 발로 툭툭 차면서 키가 아주 

작은 그를 김일성이 왜 부관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120)

김정은은 또한 스위스 유학을 통하여 북한사회의 현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던 것 같다. 유학 생활을 시작한 뒤인 

1998년 6월 후지모토에게 외국의 상점과 백화점에 물자와 식품이 넘쳐나는 것을 

114) 위의 책, pp. 36-38.
115) 위의 책, p. 36.
116) 위의 책, p. 40.
117) 위의 책, p. 66.
118)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126.
119)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 31.
120) 위의 책,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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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놀랐다며 북한 상점은 어떨지 궁금해 했다고 한다.121) 스위스 공립학교의 

7학년과 8학년 학과과정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친 뒤 친구들이 우연히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김정은은 

눈을 아래로 깔고 있었다고 한다. 투표할 권리,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편한 듯이 몸을 꼼지락거렸다는 것이다.122)

후지모토는 2000년 8월경 원산에서 평양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김정은과 나누었

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날 북한의 공업기술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으며 김정일과 가족이 머무르는 초대소마저도 자주 정전이 

될 정도로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거론했으며, 일본은 전쟁에서 졌으나 

부활에 성공해 상점에 물건이 넘쳐나지만 북한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고 이야

기 했다. 또, 중국이 공업, 상업, 농업 등 여러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

를 김정일에게 들었다면서 중국이 13억이나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리며 나라를 잘 

통제하고 있으니 북한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123) 스위스 

유학을 마친 직후인 2001년의 어느 날에도 자신들은 승마, 롤러블레이드, 농구를 

즐기고 여름에는 제트스키도 타며 즐겁게 살고 있지만 “일반 인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걱정하듯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124)  

3. 후계자 확정 이전의 청년기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중단한 뒤부터 후계자로 결정될 때까지인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의 리더십을 파악하기 위해 면 히 검토되어야 할 시기이다. 김정

은은 이 시기에 북한의 정치·사회·경제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자신의 업무 

방식, 특히 리더십 스타일을 형성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또한 이 시기에 

이복형 김정남과 친형 김정철을 제치고 김정일로부터 후계자감으로 인정받게 되

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반면에 김정일의 청년시절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한 뒤 김일성의 뒷받침을 받으며 본격적인 지

도자 수업을 시작하 다. 그러나 이것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121) 위의 책, p. 136.
122) Allan Hall, “He couldn’t speak English, didn’t pass any exams and was obsessed with 

basketball and computer games.”
123)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p. 139-143.
124) 위의 책,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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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일부 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일성은 김평일, 김경진 등의 교육에도 마찬가

지로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한 뒤 김정일은 김일성의 비서들과 각 

분야 최고 학자들로 구성된 지도교수 그룹으로부터 특별교육을 받았다. 또, 김일성

의 현지지도에 동행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고 국정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125) 고학년이 되어서는 당 대회, 정치위원회, 내각회의 등을 참관하며 현장

수업을 받는 특혜도 누렸다. 천리마운동이 한창이었으므로 다른 대학생들처럼 건

설현장에도 나가고 방직공장에서 선반을 다루며 실습도 받았다. 두 달 동안 군사야

훈련도 받았으나 야 소를 빠져나가 중앙 화보급소에서 종일 외국 화를 보았

다고 한다. 

김정일은 승마 외에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고, 사격은 잘 했으나 군사훈련도 

싫어했다. 대학시절 그는 화에 빠져 살았다. 김정일이 거의 매일 와서 화를 

보여 달라고 하자 중앙 화보급소 측에서 어쩔 수 없이 특별 사실을 마련해 주었

다.126) 김정은이 농구에 빠져 청소년기를 보냈다면 김정일은 화에 빠져 대학시

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일에게 화는 외부세계와의 통로 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화를 통해서 바깥세상에 관한 정보를 얻었고 특유의 

예술적 감각을 단련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대학에 다니던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위도 시작하 다. 당시

에는 이미 당·정의 반종파투쟁이 마무리되었으나 대학에서는 여전히 소련식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정일은 소련식 교과과정을 북한의 독자성을 살려 개편하

는 작업에 동료학생 및 교수들과 함께 참여하 다.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교원과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쫓겨났다.127)  

한편 김정은은 2001년에 스위스에서 완전히 귀국한 뒤 2002년부터 2006년 12월

까지 고급장교를 육성하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인

다. 등교를 한 것은 아니고 교수들이 김정은을 개별적으로 가르친 듯하다. 북한군

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2006년 12월 24일에 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

증서를 받았다.128) 김정철도 같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알려진 것으로 

보아 김정일이 선군정치하의 북한을 아들들 중 하나가 이끌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

여 군사학을 배우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129) 또는 김정철이 정치지도자가 될 

125) 정창현, ｢CEO 김정일: 때를 기다려 올인하는 전략, 그 모든 것을 밝힌다｣, pp. 313-317. 
126)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pp. 44-45.
127) 정창현, ｢CEO 김정일: 때를 기다려 올인하는 전략, 그 모든 것을 밝힌다｣, pp. 313-317. 
128) 다음 글에서 재인용.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 2011), p. 142.
129) 정성장, “김정일 후계자 문제 전망: 김정일의 고령화와 체제유지를 위한 후계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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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김정은이 군에서 협력하게 하려는 김정일의 구상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김정은도 김정일의 현지지도

에 동행하며 북한의 현실과 국정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 김정은은 특히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에 자주 따라 다녔다. 그러나 2004년에 고 희가 사망한 뒤에

는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동행하지 않았다.130)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김정일이 

후계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2001년 김정남이 일본에 입국하다 적발되어 후계자에 관한 논란이 북한 외부

로부터 확산되었다. 2002년 여름부터 고 희가 ‘존경하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으로 

개인숭배의 대상이 되자 김정철이 후계자가 되리라는 전망이 확산되기도 했다.131) 

2003년 7월에는 김정일 체제가 무너질 경우 장성택이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는 황장엽의 발언이 있었다. 곧이어 장성택이 공식석상에서 사라졌으며 그의 측근

들도 해임되거나 좌천되었다.132) 

당시 김정철은 군사관련 교육을 받는 한편 당 조직지도부에서 일하고 있었다.133) 

김정일로서는 후계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면서 아들들, 특히 장남의 

능력과 업무성과를 지켜보려 했을 것이다. 김정일이 대학 졸업 후 조선노동당의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에 배치되어 부장이던 김 주의 지도하에 당과 내각의 업

무 전반을 익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자신이 후계자의 자리로 

나아가던 과정을 김정철이 답습하게 하면서 군사분야에 대한 지식까지 가르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당시까지 후계자의 자리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인물

은 김정철이었다. 반면에 김정은이 대학과정을 이수하면서 김정일이 부여한 특정

한 과업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동료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후계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단순히 김 주나 

김성애-김평일과의 권력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일성

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에서 후계경쟁은 어차피 충성경쟁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를 높이고 개인숭배를 강화하는 활동에 매진하

｢북한｣ 통권 439호 (2008. 7), p 28.
130)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 2011). p. 143.
131) 위의 책, pp. 135-138.
132)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 pp. 138-139.
133) 정성장, “김정일 후계자 문제 전망: 김정일의 고령화와 체제유지를 위한 후계자 선택,”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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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침 박금철․이효순사건 이후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선전선

동부문의 실권을 쥐고 있던 김정일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하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의 화를 제작하고 이런 작품들을 5대 혁명가극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도 올려 김일성의 우상화에 크게 기여하 다.134) 김정일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의 2인자 김 주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개인숭배에 대해 호의적이

지 않은 소련유학파들과의 관계가 깊어 김정일에 비해 김일성 우상화를 적극적으

로 주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자질과 성과를 보여주자 김일성이 나서서 김 주를 당

에서 축출하 다. 1974년 2월의 당 전원회의에서 사업의욕이 없고 자신을 잘 도와

주지 않는다고 김 주를 비판하여 부총리로 강등시킨 것이다.135) 김정일은 김 주

를 대신하여 당의 실권을 장악하자마자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더욱 강화함으로

써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 다. 김 주가 1967년에 작성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작하

고 김일성의 사적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한 것 등이 그 예이다.136) 김정일은 또한 

1974년 6월 공개적으로 김성애와 김성갑이 이끌던 여맹과 평양시당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 다. 이는 사실상 김일성이 김정일을 위해 취한 조치 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김일성은 검열 결과를 토대로 김성애 일파를 숙청하 다.137) 나아가 김일성은 

1975년 7월 요양을 하라며 김 주를 양강도의 산골로 보내버렸다.138)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유와 과정에 비해 김정은이 어떻게 김정일의 후계

자로 결정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김정은이 2007년부터 김정

일의 공식활동에 다시 동행하 다는 점은 확인된다. 특히 2008년 여름 김정일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현지지도를 재개하자 김정은

이 동행하 다. 그는 2008년 11월 자강도 군수공업 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지도

를 수행하 고, 2008년 12월에는 자강도 희천청년전기련합기업소 차조립장과 사

리원 미곡협동농장 현지지도를 수행하 다. 2008년 하반기의 현지지도 수행은 이

미 후계자로 결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134)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서울: 김 사), pp. 105-107.
135)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서울: 시대정신, 2006), pp. 207-208. 
136) 유홍림,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변화,”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

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 57;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서울: 시대정

신, 2006), pp. 208-215. 
137)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pp. 90-91.
138) 위의 책,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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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2007년 10월 인도 하이데라바드(Hyderabad)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

회도 참관하 다. 이는 그가 이 시기에 군 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자신의 관심사를 살려 스포츠 분야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북한 선수단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하이데바라드에 도착하여 뉴델리 

소재 인도 대사관 2등 서기관의 수행을 받으며 10월 14일의 개막식과 21일의 폐막

식에 참석하는 등 대회기간 내내 인도에 머물 다.139) 하이데라바드는 인도의 실

리콘벨리라고 불리는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지이다. 그는 이곳에 머무르면서 군인

체육대회를 참관하는 것은 물론 인도의 정보통신산업에 관해 견문을 넓혔을 것으

로 보인다.

하이데라바드에서 김정은은 청소년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스스럼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 만난 남한 축구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

을 알고는 그가 경기장에 입장하도록 도와주었다. 또, 북한 축구 발전방안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자신의 이름도 밝혔으며, 사진도 함께 찍었다. 북한 

측 관계자가 개막식에 남한이 먼저 입장했으니 폐막식에는 북한이 먼저 입장하게 

도와달라고 갑자기 부탁한 것을 이 축구관계자는 김정은이 입장순서에 불만을 

표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 다.140)

북한의 후계자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2008년 말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 뒤 2008년 여름 김정일이 뇌혈관계 이상

으로 쓰러질 때까지가 김정은이 김정일의 신임을 얻어 후계자로 선택되는데 결정

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시기 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외부에서는 김정일 유고시 

후계구도에 관해 집단지도체제설, 군부 승계설, 장성택 승계설 등이 제기되기도 

하 으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일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들 중에서 선택될 수밖

에 없었다. 김정일은 북한을 방문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나 남한 측 관계자에

게 태국 왕실을 거론하거나 자신의 어려운 임무를 자식에게는 맡기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권력 세습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 다.141) 그러나 왕조를 언급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식들에게 최고의 지위를 물려주겠다는 의향을 내보인 것이

기도 하다. 

이후 김정일이 새로운 권력구조를 제시한 바 없기 때문에 후계자는 결국 김정일

139) 김승재, ｢인도에 등장한 김정은, 그 후의 북한 풍경｣ (서울: 선인, 2015), pp. 18-38.
140) 위의 책, pp. 18-38.
141) 이 종, ｢김정일가의 여인들｣, pp. 109-110; 김동현, “김대중 대통령과 한미·북미관계 비

사,” 양성철·이상근 편, ｢김대중 외교: 비전과 유산｣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pp. 209-216.



313

의 아들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경쟁자는 이복형인 김정남

과 친형인 김정철이었다. 북한 외부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 김정남의 후계 가능성

이 점쳐지곤 했었다. 김정철과 김정은은 너무 어려서 후계자로 고려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 다. 그러나 당시까지 후계자 결정과 관련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

다. 또, 김정남은 유부녀 던 성혜림이 김정일의 요구로 이혼을 한 뒤 태어난 아들

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었다.

김정남은 2001년 5월 일본에 입국하다가 나리타공항에서 적발될 때까지 김정

일의 지시에 의해 해외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국이 적발되면서 해외에서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은 또한 국제적으로 북한정권을 크게 망신시킨 셈이었다. 이후에도 김정남은 김정

일이 맡긴 국내외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142) 그러나 방탕한 생활 등으로 

인해 김정일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한데다 김정철과 김정은이 성장함에 따라 후계

자가 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졌다. 2002년에 고 희에 대한 우상화가 군대 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김정남이 후계자로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었

음을 짐작케 한다.

김정남의 권력승계 가능성이 약해짐에 따라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의 건강을 크게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계구도 

확정을 서두르지 않았다.143) 어쩌면 고 희의 장남인 김정철의 자질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 결정을 미루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스위스 유학을 마친 뒤 

당에 들어간 김정철이 2003년에는 조직지도부 간부부 과장으로 승진하여 중앙당

의 간부사업을 담당하는 등 일종의 후계수업을 받고 있었는데도 한국 정보기관들

은 2006년 초부터 대북 소식통 등을 근거로 김정일의 총애를 받고 있는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하 다.144) 

고 희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정철이 아니라 둘째인 정은이 후계자로 선택된 

까닭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개인적 소양과 경험 면에서 김정철이 김정은에게 

뒤질 이유는 없었다. 그는 동생 못지않게 운동 능력이 뛰어났다. 머리도 좋은 편이

어서 수학을 잘 했고 어 실력도 있었다. 

김정철의 건강이 나빠져 후계자가 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2006년 초에 김정

142) 황일도, “北 김정남은 ‘노아웃’: “노동당 해외정보·자금 배후 총괄” 김옥·장성택과 ‘反김정

철’ 연합?” ｢신동아｣ 통권 575호 (2007. 8. 1), pp. 246-256. 
143) 이 종, ｢김정일가의 여인들｣, pp. 103-104.
144)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 2011), p. 142; 이 종, ｢김정

일가의 여인들｣, p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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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 여성호르몬 과다분비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가슴이 

커지고 목소리도 여성적으로 변하는 등의 변화는 김정철의 사내답지 못한 성격을 

염려하던 김정일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유럽에서 후지

TV에 의해 촬 된 모습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당시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0년에는 국정원 관련 연구기

관의 책임자가 김정철이 교통사고로 건강이 나빠져 후계구도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145) 이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정보에 바탕을 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김정일이 김정철의 성격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후계자로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단지 성격이 문제가 되었다기보다 당에서의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김정일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일찍부터 김정철의 성격이 계집아이 같다며 못마땅해 했다. “마

음이 여려서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146) 베른 국제학교 동창생 및 교사들과 

후지모토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철은 예의바르고 유머감각이 있었다. 그는 남한을 

포함하여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도 잘 지냈다.147) 농구를 

하는 스타일도 동생과는 달라서 팀워크를 중시했으며 공격적이지 않았다.148) 또 

사회적 관심이 김정은보다도 적었다고 한다. 물론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입장 때문

에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쨌든 김정철은 여러 모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김정철이 재학했던 시절의 베른 

국제학교 교장은 그를 “나이스 가이”라고 평가하기도 하 다. 김정은이 스위스를 

떠난 뒤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던 데 비해 김정철은 교장에게 세 번이나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만든 농구팀이 여전한지,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물었다.149) 

김정일은 이처럼 정이 많고 선량한 성품으로는 북한체제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145) 이 종,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품플러스, 2010), pp. 84-85.
146) 후지모토 겐지, ｢김정일의 요리사｣, p. 136; 정성장, “북한의 권력승계 진전과 대북 전략과

제,” p. 16.
147) “북 김정은 스위스 유학시절 공개,” MBN 뉴스 (2014.4.11.); 이 종, ｢후계자 김정은｣.
148) 大野和基, “ “金王朝プリンス”金正哲がスイス留学で描いた夢（上）,” ｢月刊正論｣　 2006年 

6月号.
14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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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김정일과 김정은의 개인사적 특징 비교

시기 김정일 김정은

성장기
(아동기/
청소년기)

출생 및 
초기 성장지역

소련령 극동(보르실로프 설, 
브야츠크 설 등)

미상

학령기 
성장지역

평양
중국 길림(육이오전쟁 중) 

평양
지방 초대소
스위스 베른

가족
아동기 생모 사망
여동생
계모와 이복동생들

청년기 생모 사망
형, 여동생
(이복 형제와 교류 없음)

가족 외 
중요한 타자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
빨치산 자녀들
김일성 일가(김 주 등)
교사, 동급생
개인교사
수행원(가사 도우미, 비서, 경
호원 등)

김정일 일가(김경희 등)
이모 가족
수행원(경호원, 요리사 등)
동급생(스위스 베른)

교육방법
북한 내 학교 교육
개인교습

개인교습
스위스 내 학교 교육

학업 성적 보통 나쁨(스위스 재학시)

교우 관계 다소 고립적 다소 고립적

부친의 지위 수상 수령(주석)

해외 경험
소련(모스크바) 방문 
동유럽 여행

스위스 거주
유럽 등지 여행

취미 화 감상 스포츠(축구, 농구)

일반주민 접촉 빈번 희소

청년기

거주지역 평양 미상(평양 등지로 추정)

교육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군사 및 정치관련 개인교습

교우관계 다소 고립적 매우 고립적

일반주민 접촉 빈번 희소

해외 경험 인도네시아 방문 비 리에 인도 등 방문

부친의 지위 수령 수령

권력
장악
과정

후계 결정자 김일성 김정일

주요 지지자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
김일성 일가(김 주 제외)

김정일 일가(김경희 등)
김정일 측근들(리 호 등)

경쟁자 김 주 김정철

후계준비 기간
20년
(10년 간 사실상 공동통치)

3년

후계선정 요인 능력, 노력(성과), 혈통 혈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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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어떠하든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에

서 후계자로 결정된 것은 분명하다.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의 선전물들은 그가 인공위

성 자료와 GPS수신기 지표를 이용해 훌륭한 작전지도(작전계획)를 만들었다거나 

대규모 불꽃놀이를 기획하고 주도했다거나 산업시설들의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 다. 불꽃놀이 기획까지 업적으로 강조할 

정도로 김정은은 이렇다 할 국정경험이나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의 

결격사유로 인해 아버지에 의해 다음 국가지도자로 정해졌던 것이다.

제2절 개인사를 통해 드러난 김정은의 개인적 특성

1. 성격

개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김정은의 성격으로 솔직하고 개방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정일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을 만났을 때에도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모습

을 보여준 바 있었다. 내용적으로도 북한의 기존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을 시인하기도 하 다. 통일 후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좋다고 하거나 일본인 

납치가 사실이라는 점을 시인하거나 아이들에게 ‘미국사람’이 아닌 ‘미국놈’이라

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것 등이 예라고 할 수 있다.150) 그러나 김정일

의 거리낌이 없는 태도는 일정하게 속내를 드러냄으로써 상대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오히려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인물이었다. 황장엽의 회고에 따르면, 측근들과의 파티에

서 혼자서만 술 대신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도 하 다.151) 주체사상 홍보

물을 해외에 판매한 돈 50만 달러를 바치자 다른 간부들을 자극하기 위해 “황비서

는 순전히 주체사상을 팔아 500만 불을 벌어 당에 바쳤는데”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고 금액을 열 배로 부풀리기도 했다고 한다.152)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는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일처럼 다른 사람의 의도를 항상 의심하기보다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신뢰하는 성향을 가진 듯하다. 김정은은 인도에서 처음 만난 남한의 축구 

150) 김동현, “김대중 대통령과 한미·북미관계 비사,” 양성철·이상근 편, ｢김대중 외교: 비전과 

유산｣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pp. 209-216.
151)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서울: 시대정신, 2006), pp. 260-261.
152) 위의 책, pp.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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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게 자신의 본명을 밝히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또, 가명을 사용하며 유학

을 하던 중에도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점을 고백한 적이 

있다. 이런 솔직한 성품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하 다. 예를 들면 김정은은 전 

NBA 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불러 자신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비 을 지킬 것이라는 서약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로드맨은 혼자 

사용하는 섬에 제트스키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김정은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

도 놀랄 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 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이 빈곤한 삶을 

사는데 지도자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세계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김정은은 또한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김정일도 적극적인 편이었으

나 신중한 면모를 겸하고 있었고 핵심적이지 않은 점까지 신경을 쓰곤 했다. 그래

서 일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목표로 하는 방향과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까이 지냈던 일본인 요리사가 조선노동당 당원이 되고 싶어 했을 때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당하게 하다가 직접 당원증을 전달하여 극적인 효과를 내려 

했다.153) 이에 비해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특히 스포츠와 관련한 활동에서 이런 특징이 드러난다. 청소년 

시절에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에서 차례로 바다에 뛰어드는 게임을 할 때면 언제

나 김정은이 먼저 뛰어내렸다고 한다.154) 농구경기에서도 직접 게임을 주도하는 

식의 플레이를 하려는 편이었다. 형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이든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편은 김정은이었다고 한다.155) 스위스 유학생활 동안 만난 교사들과 친

구들은 김정은이 조용한 편이었다고 회고하지만 이는 어린 시절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어 실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

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재학하던 시절 수학교사 던 브르 교장

은 김정은이 학생들과 잘 어울렸으며 부지런하고 야심이 있었다(ambitious)고 하

다.156)

그는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부친인 김정일에 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개의치 않는 편이다. 김정일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고속운전을 즐긴 것 

이외에는 신변 안전에 몹시 신경을 썼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호위국 요원들의 경호

를 받았다.157) 또, 김일성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비행기 

153)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p. 180-181.
154) 위의 책, p. 130.
155) 위의 책, p. 129.
156) Andrew Higgins, “Who Will Succeed Kim Jong Il?” Washington Post (July 16, 2009).
157)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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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초대소를 옮겨 다니며 생활하면서까지 자신의 위치를 노출

시키지 않았다. 6·15 공동선언 당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신변의 안전을 

위해 지키지 않았다. 김정은의 형 김정철도 스위스 유학 기간 동안 반드시 경호원 

문광철과 붙어 다녔으며 거처에서 준비한 도시락만 먹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경호

원도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밤에 외출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켰을 뿐 

친구의 집에 놀러 가서 그 집 음식을 먹기도 했다. 그는 김정일이 보는 앞에서 

1.5km가 떨어진 섬까지 바다수 을 했으며, 세계군인체육대회 참석차 인도 하이데

라바드에 갔을 때에도 중년 외교관의 수행을 받았을 뿐 경호원도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158) 

과감한 성격이 지나쳐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 다. 어린 시절 

구슬을 가지고 게임을 하던 중 김정철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자 

구슬을 형의 얼굴에다 던졌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김정

철은 웃으며 넘어갔다고 한다.159) 김정은은 친구들과 농구를 할 때에도 과격한 

플레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장성택이 처형된 직후인 2013년 12월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김정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스위스 학교의 동급생 등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접촉했으며 김정은이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과대망상증이 있고, 아주 폭력지향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이모 부부가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김정은의 

과격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은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160)

승부욕이 매우 강하다는 것도 김정은의 중요한 성격적 특징이다. 그의 유별한 

승부욕은 농구 경기 등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극명하게 드러났다. 스위스 유학 시절

의 친구들은 평소에 과묵했던 김정은이 농구를 할 때는 매우 격렬한 플레이를 

했고 지는 것을 몹시 싫어해서 승리가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증언하 다.161) 

그는 어린 시절에도 자신을 형보다 낮추어 부르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하

다. 1992년 10월 경 고 숙이 평소처럼 김정은을 작은 대장이라고 불 더니 “내가 

아직도 유치원생인줄 알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쏘아 보았다는 것이다. 이때

158) 김승재, ｢인도에 등장한 김정은｣, p. 18-38. 
159)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 129.
160) “On GPS Sunday: Why U.S. students are falling behind, and North Korea’s surprise execution,” 

CNN (December 14, 2013), at http://globalpublicsquare.blogs.cnn.com/2013/12/14/on-gps-sunday- 
why-u-s-students-are-falling-behind-and-north-koreas-execution/ (검색일: 2015. 11. 16).

161) Fricker, “North Korea leader Kim Jong-un’s schooldays in Switzerland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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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모두가 김정은을 대장동지라고 불 고 김정은은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162)  

김정은은 또한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오만한 성격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적지 않다. 김정은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으며 이런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출하 다. 김정철은 김정일의 

일본인 전속 요리사를 부를 때 후지모토씨라고 경칭을 붙 으나 김정은은 처음부

터 후지모토라고 불 다.163) 김정일 측근의 고위간부들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했으

나 수행원 등에게는 반말을 썼다. 심지어 김정일의 정부이자 자금 담당자 던 

김옥을 부를 때에도 ‘동무’라는 호칭을 생략한 채 ‘옥이’라고 불 다. 김일성의 

부관을 지낸 60세가 넘은 노인을 발로 툭툭 차면서 김일성이 왜 키가 작은 그를 

부관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그의 성격이 김정일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노인은 김일성이 사망한 뒤 할 일이 없었는데 김정일

의 배려로 가끔 원산초대소에 와서 휴양을 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를 쓸모없는 

노인으로 여겨 무례를 저지른 것이다.164) 김정은은 2007년 10월 인도에서 만난 

남한 축구관계자를 손짓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 관계자 역시 김정은 보다 훨씬 

연장자 다.165)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김정은은 자신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잘 대해주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더욱이 캠벨이 “과대망상증”이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결례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는 농구스타 던 데니스 로드맨을 극진히 대접했고 

북한을 탈출하여 자신과 부친의 생활을 폭로한 요리사 후지모토의 방북을 허용하

고 환 회도 열어주었다.166) 그러나 자신의 집권 후 북한에 온 첫 외국 정상인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저질 다. 첫 정상회담을 

소국인 몽골의 대통령과 가지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167) 김정은의 친서를 통한 

초청을 받고 2015년 8월 94세의 이희호 여사가 방북했음에도 김정은은 물론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양건 비서도 만나주지 않았

다.168)

162)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 130.
163) 위의 책, p. 31.
164) 위의 책, p. 132.
165) 김승재, ｢인도에 등장한 김정은, 그 후의 북한 풍경｣ (서울: 선인, 2015), p. 29. 
166) 고기정·박형준, “방북 마친 김정일 요리사 ‘김정일 그릇 커졌다’,” ｢동아일보｣ (2012. 8. 6).
167) 노재현, “北 김정은, 몽골 대통령 왜 안 만났을까,” 연합뉴스 (2013. 11. 1).
168) 이상현, “이희호 여사, 북한 김정은과 면담 불발 배경은,” 연합뉴스 (201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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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를 무시하는 오만한 면을 가지고 있는 한편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

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김정일이 젊은 시절에 그러했듯이 처음 만나는 사람

들과도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쉽게 친해지기도 한다. 또, 사치스러운 생활이 

익숙하지만 격을 따지거나 품위를 중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의 옷차림을 통해서도 이런 점이 드러난다. 후지모토에 

따르면, 김정은은 어린 시절 항상 폴로셔츠에 반바지 차림을 했다. 그러다 열 살을 

넘고 부터는 목이 둥글게 파인 티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다녔다. 화려한 색상의 

옷은 입지 않아서 상의는 검은색이나 흰색이고 바지는 주로 검은색이나 감색이었

다.169) 리베펠트-슈타인횔츨리 공립학교 정규반에 들어간 첫날에는 시카고 불스 

운동복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170) 이후 스위스에서도 늘 

평범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던 것 같다. 인도 하이데바라드에서 열린 세계

군인체육대회 당시에는 회색 라운드 티쳐츠와 흰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대회 깃발

을 들고 다녔다. 폐막식 날에도 같은 옷을 입었다.171)

2. 능력

김정은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공개활동을 장기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지팡이를 짚거나 손에 반창고를 붙인 채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가장 심각한 이상으로 간주된 발을 저는 

현상은 발목의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로 인한 것이다.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

만 이를 통치능력에 향을 미칠 만한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172) 나머지 이상은 

부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73) 10대 중반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체중이 과다하다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의 나이는 30대 

초반에 불과하다. 또 많은 운동을 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체력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정일보다도 훨씬 잦은 공개활동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건강이 

양호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174)

169)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 29.
170) Hall, “He couldn’t speak English, didn’t pass any exams and was obsessed with basketball and 

computer games.”
171) 김승재, ｢인도에 등장한 김정은 그 후의 북한 풍경｣, pp. 32-33.
172) 손 일, “김정은 9~10월 발목 물혹 제거수술” ｢동아일보｣ (2014. 10. 29).
173) 차지연, “의사들 "김정은 손목 부상 가벼운 상처로 보여",” 연합뉴스 (2015. 4. 9).
174) 정승임, “김정은 스킨십 강화 공개 활동 김정일의 3.5배,” ｢한국일보｣ (201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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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북한 밖의 세계에 대한 이해도도 김정일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

일도 대학시절부터 다양한 외국 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소련 등을 방문했으며 

해외 매체의 보도내용도 파악하여 외부세계의 실상과 북한에 대한 외부의 시각 

등에 대한 이해가 낮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국을 여행한 경험이 러시아, 중국, 동유

럽, 인도네시아 등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서방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적대적 인식을 토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주체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서 스스로 소련 유학을 포기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진학했던 그는 외부세계의 

움직임을 피부로 느끼기 보다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외부세계의 움직임을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편이었다. 반면에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하며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하 다. 또, 신분을 숨긴 채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본만화, NBA 농구, 여러 나라의 화 등에 매우 친숙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 조류에 대한 이해도가 김정일보

다 높은 듯하다. 또, 김정일이 외국 화를 북한말로 더빙하여 본 것에 비해 김정은

은 독일어가 능숙하고 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외부세

계의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정은은 김정일과 같은 예술적 감각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시절을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화에 빠져 살았던 김정일은 극예술, 음악, 미술 

등에 대한 조예가 있었고 이를 활용한 선전선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상당한 

능력도 발휘하 다. 그러나 김정은은 액션 화나 첩보물을 좋아했을 뿐 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고 음악 등에 대한 재능도 갖추지 못했다.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하나 청소년 시기에 스포츠에 빠지면서 흥미를 잃은 듯하다.

국가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서 김정일에 비해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 다시 말해 용인술 내지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북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특히 김일성의 권력투쟁 과정을 지켜보며 자랐고 일찍부터 

권력욕을 가지고 자기세력을 만들고 경쟁세력을 견제하며 절대권력자인 김일성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 다. 특유의 예술가적인 감수성과 성장과정에서의 자연스

러운 훈련이 결합된 결과 김정일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는 면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측근 인물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 다.175) 이에 반해 김정은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헤아

175) 정창현, CEO 김정일｣,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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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김정일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날카롭게 통찰한 것은 물론이고 때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기까

지 하여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충성심을 이끌어냈다. 예컨대 측근의 인물들과도 

때로 거리를 두어 심리적 긴장을 조성하고 충성을 다짐하게 만들곤 하 다. 반면에 

김정은은 단순히 성과에 따라 잘잘못을 지적하고 상벌을 내리는 식으로 간부들을 

다루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고 자신의 비위를 맞추는 가운데 

성장한 김정은으로서는 타인의 심리를 헤아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에서 수학한데다 사회과학과 역사 등에 

관해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은데 반해 김정은은 외국에서 공부를 한데

다 군사 분야에 치우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정운 과 관련된 전문지식도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을 따라 다니며 보고 들은 것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국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이 공업부문의 CNC화를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김정은 자신이 

과학기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교육배경이나 

성향 등으로 보아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개인적 자원

김정은이 가진 가장 큰 개인적 자산은 북한에서 신성시되어온 이른바 백두혈통

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은이 ‘백두산 항일혁명가’ 김일성과 김정숙의 

적자 김정일의 대를 이은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으

로의 권력세습은 김정일로의 권력세습과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북한에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문화가 남아 있기는 했으나 김일성에게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이념적, 관습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세습이었다. 

반면에 김정일에게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세습이 당연시되는 왕조적 세습에 

가깝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받는 과정에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논리들이 개발되어야 했다. 또, 김정일이 간부들과 

일반주민들에게 수령으로 인정받기까지 본인의 노력은 물론 당·정이 총동원된 우

상화작업이 필요했다. 김정일은 자신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김일성의 혈통을 

신성시하고, 가계를 우상화하 으며, 충과 효 등 전통적 가치까지 강조하 다. 그 

결과 북한체제의 왕조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정당성의 토대 자체가 사회주

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가산제적 시혜와 충성의 관계로 바뀌었다. 여러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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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한을 왕권주의(sultanism)적 체제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176) 

베버에 따르면, 왕권주의는 가산제(patrimonialism)가 극단화된 통치형태이

다.177) 왕권주의 하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왕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

이다. 북한의 경우 가산제적 구조 하에서 모든 간부들은 국가의 관료이기 이전에 

수령의 가신이며, 이들이 가진 모든 재산과 권력은 수령의 시혜의 결과이다. 그러

므로 이들은 국가에 앞서 수령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 또, 수령의 소유물인 국가

의 권력과 부가 그 자손에게 상속되는 것도 당연시된다. 김정은은 김일성 가계의 

계승자이므로 당·정·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이다. 

국가의 것과 가문-개인의 것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가산제적 구조 덕택에 김정

은은 막대한 통치자금과 경제적 특권의 배분권도 가지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권력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재원

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물론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결정된 뒤 국가경제로부터 당경제를 분리시키는 사업을 시작하 다. 주

로 기술과 장비가 좋고 외화획득이 용이한 기업소들을 당경제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금광 등을 운 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당경제의 규모는 김정일

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확대되었다. 운용되는 자금은 우상화 

사업, 대남사업, 특권층의 소비재 조달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수령경제의 수입원

에는 농수산물과 광물 등의 수출, 무기 수출과 수 등 음성적 외화벌이, 외부로부

터의 원조 중 일부, 해외 파견 노동자들 수입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김정은은 

이 재원을 이용하여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각종 선물을 하사하며 이들의 충성심을 

사고 있다.178) 

김정은은 또한 독점적, 특권적 사업권을 통해 정권유지에 꼭 필요한 기관과 지지

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도 하고 이를 빼앗기도 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김정일

은 당과 군의 중요기관들이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독과점과 초과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 다. 이 기관들은 무역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기관 운 자금, 간부

176)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편, ｢북한의 국가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서울: 한울, 2001), pp. 11-42; 최대석·윤성식, 
“북한의 선군정치와 예방적 사회주의 보나파르티즘”, ｢북한연구학회보｣ 19권 1호 (2005), 
pp. 51-78;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서울: 해남, 2004).
177)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Vol. 1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p. 231-232.
178) 김진무, “북한 수령경제체제의 현실과 모순,” ｢북한｣ 통권 493호 (2013. 1), pp. 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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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산축적, 기관원들의 소비 등을 위해 사용하고 김정은에게 ‘충성자금’을 상납

하는 데에도 사용한다.179) 특권적 사업권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은 김정은이 강력

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개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김정은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1. 주요한 정치조직들

김정은이 직접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을 통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조직들로는 조선노동당과 국방위원회가 있다. 당과 국방위원회는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에 후계를 준비하기 위해 정비되었고 김정은은 집권 후 이 조직들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행사해 나갔다.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정치조직들을 개편하는 

과정은 2008년 여름 김정일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중태에 빠졌던 것을 계기로 2009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2009년 4월 9일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권한 중 상당부분이 

국방위원장 개인의 권한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수립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국방위원회의 인적 개편도 이루어졌다. 군, 보안

부, 보위부의 수장들과 공안기구들을 감독하는 당 조직의 수장인 행정부장이 모두 

국방위 위원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의 정당성 약화로 북한정권이 가진 

통치수단들 중 핵심을 이루게 된 감시·억압 관련 기구들을 국방위원회가 총괄하게 

되었다. 

국방위원회는 당의 중앙군사위원회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으로, 형식상 국가차원

의 군사지도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하 다. 그러나 1998년 헌법 개정 및 

인적 개편을 통해 군사문제를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

는 기구로 이미 변모되어 있었다. 주요 군 지휘관들이 국방위원에서 해임되는 한편 

사회안전부장/인민보안상이 국방위원으로 임명되어 국방위원회가 대규모 검열 등 

북한체제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개

정된 헌법에 따라 주석직이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게 됨에 따라 

의전 등을 통해 국방위원장의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대가 경제건설 등에 대규모로 동원되는 데 대한 책임도 맡고 있었다.180)

179) 박형중,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2013), pp. 43-50.
180)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 ｢세종정책연구｣ 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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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자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

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2009년에 다시 국방위원회를 보강하 던 것이다. 보

위부를 대표하는 우동측과 공안기관과 사법기구를 지도하는 행정부장 장성택의 

국방위원 선임은 김정일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방위원회가 북한체제

를 확고히 장악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 던 것으로 보인다. 고령의 조명록, 전병호

를 대신할 김정각과 주규창이 포함된 것도 같은 이유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이 되기만 하면 국가원수가 되는 동시에 강제기구들을 장악

할 수 있고 경제건설 등에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도록 조직을 보강한 것이다. 헌법

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가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김정은이 순조롭

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국방위원회의 권한들 중 상당부분을 

국방위원장에게 넘긴 것도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장악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 다. 

2010년 9월 당대표자회가 열려 당 기구들이 정상화된 것도 김정은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당 총서기

와 당 중앙군사위원장에 취임하기만 하면 당과 군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30년 만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원들이 충원

되었으나 이를 김정은의 리더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일성이 생존했을 때에도 정치국은 그의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국의 구성 역시 정위원과 후보위원들의 실제 권한을 반 하

지 못하 다.181) 

정치국원 충원보다는 비서국 정비가 김정은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미치는 

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비서가 부장들을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일성 사후

에는 이런 식으로 비서국이 운 되지 못하 다. 김정일이 부장이나 부부장을 직접 

지휘하는 식으로 업무를 보았기 때문이다. 당 비서직이 공석인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당 대표자회에서 10명의 비서가 충원되었다. 이는 향후 김정은이 비서국의 

공식적 위계를 통해 당을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지방당 책임비서 출신자들이 비서에 대거 임명되었기 때문

에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역시 충원이 이루어졌다. 고령의 리하일, 조명록을 대신하여 

(2010), pp. 223-280;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2
권 2호 (2008), pp. 33-64.

181) 예컨대 장성택은 정치국 정위원이 아닌 후보위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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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군사업무를 다룰 수 있는 인물들인 리 호, 김 춘, 김정각, 김명국 등의 

군부 실세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중앙군사위를 구성하 다. 

또, 김 철 정찰총국장, 최상려 미사일지도국장, 최경성 11군단장 등도 충원하

다. 차수인 김 춘부터 상장으로 진급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최경성, 최상려까지 

군대를 실제로 지휘하는데 필요한 직무를 맡은 인물들을 중앙군사위에 집결시킨 

것이다.182) 이런 식의 당 중앙군사위 재편은 김정은이 이 기구를 통해 군을 지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중앙군사위 위원들이 아닌 군부의 측근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이나 최고사령관 명령 등을 하달하여 군을 

통솔하 다. 그러나 군사분야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군부 내에 친위세력이 형성

되지 못한 김정은에게는 실제로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필요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또한 김정은의 최측근 후견인들인 최룡해와 장성택을 중앙군사

위원에 임명하 다. 군사문제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는 두 사람을 중앙군사위에 

배치한 것은 김정은이 군부 지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이들을 견제하는 역할

을 맡긴 셈이었다.   

김정은이 국방위원이나 당 비서에 임명되지 않았으나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

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포석은 매우 중요하 다. 선군정치가 주창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김정은이 먼저 ‘총대’를 장악함으로써 정권을 승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후 군을 장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반경을 넓혀 김정일 사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제1비서에 올

라 당과 국방위원회라는 정치조직을 통해 북한을 통치하 다.

2. 대외관계

냉전이 끝나면서 북한은 극심한 외교적 고립 상황에 처하 으며 공산진 에 

머무름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김정일은 안보를 위해 

핵을 개발하는 한편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인정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 다. 핵은 자위의 수단인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이끌

어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 다. 북한은 1, 2차 북핵위기를 통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미국에게 체제인정, 불가침, 관계정상화를 요구하 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생존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 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 

182) 최상려와 최경성은 2010년 4월 15일 김일성의 98회 생일에 맞추어 상장으로 승진하 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지휘성원들 군사칭호 올릴데 대한 명령,” 조선중앙통신 (201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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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수교로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

했던 것이다.  

20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 으나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실패했다. 

핵개발 포기 및 중단을 조건으로 삼은 미국과의 협상은 합의에 도달했다가 결렬되

고 재개되었다가 중단되는 과정을 반복하 다.183)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

년 이후 북한은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 다. 그 결과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

되었고 남북관계마저 중단되었다. 김정일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후계를 준비해

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얻어내고 남한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대내외정세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매우 컸다. 그런

데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음에도 미국과의 관계는 협상국면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 다. 여기에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마저 사실

상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김정일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추구하는 한편 

중국에 접근하여 북한의 생존과 경제발전을 위한 방도를 마련하려고 하 다. 2010년 

한 해 동안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됨으로 인해 미국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1년에야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김정일이 사망한 뒤인 

2012년에야 어렵사리 2·29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생존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이에 따라 

미중관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정권들이 연이어 붕괴된 뒤 

북한이 새로운 생존방법을 찾아야했던 1990년대에 중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

제회복을 보장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2010년경에 이르자 중국은 경제

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부상하여 향후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 

되었다.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중 간의 갈등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

부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내세워 일종의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자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아시아에서의 향력 확대를 추구했던 것이다.184)

더욱이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 하자 

김정일은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183) 장달중·이정철·임수호, ｢북미 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184)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1호 

(2013),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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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얻어 내려 하 다. 제2차 북한 핵실험 뒤에 북중 간의 고위

급 상호방문은 더욱 빈번해졌다. 특히 김정일은 중국을 세 번이나 방문하 다. 

김정일은 권력승계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중점을 두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중국은 김정일에게 중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 다. 이처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안전

보장과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확보를 통한 생존전략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

데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는 상황에서 김정일이 사망하

고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권력자가 되었다. 

3. 자원제약

김일성이 사망한 뒤 김정일이 단독으로 북한을 통치하게 됨과 거의 동시에 북한

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자원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2002년에 시행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시장경제적 요소

를 일부 도입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측면에

서 보자면 매우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7·1조치의 목적은 계획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을 고사시켜 국가가 경제적 권력에 대한 독점력을 

회복함으로써 자원제약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7·1조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함으

로써 역설적으로 시장의 공인이라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낳았다. 시장의 공인 

및 설치, 토지사용료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정권은 자원제약 상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다.185) 북한은 같은 해에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제한적 개방정책도 

시행하 다. 그런데 신의주특구 계획이 중국의 방해로 무산되고, 금강산 특구는 

남북관계에 따라 수입이 크게 줄어들거나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 다. 개성 특구도 

계획했던 것처럼 확대되지 못했다.186) 

자원제약을 극복하려면 먼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투자할 자원을 마련하려면 내부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키거나 외부로부터 자원을 도입해야 했다. 그러나 김정일 집권기의 북한은 이문

제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이중적이고 때로 모순적이기까지 한 정책을 폈다. 

다시 말해 소비재 생산을 늘리려 하면서 가용 자원은 군수부문에 우선적으로 사용

185) 양문수,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 전망”, 김연철 외, ｢북한, 어디로 가는가?: 14인의 전문가

가 본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pp. 322-323.
186) 박순성, “김정일 시대(1994-200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

의 경제｣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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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세계시장에 편입하려 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계획경제의 기본틀을 유지

하려 하 다. 또, 계획경제를 개혁하더라도 시장적 요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막으려 하 다.  

김정일은 김일성시대와 유사한, 보다 권력이 집중되고, 보다 인민생활 전반을 

통제하며, 보다 사상적으로 각성한 인민대중의 자발적 열의를 바탕으로 집단주의

적 가치에 따라 운용되는 체제를 이상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장을 공인한 뒤에

도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며 계획경제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다. 2005년부터 거래 품목 제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제약하 으나 주민들이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존하여 생활

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김정일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시장을 

일거에 무력화하려 하 다.

화폐개혁의 충격은 북한경제를 거의 마비시킬 정도 으며 사회적 불안정도 야

기되었다.187) 2010년 5·24 조치가 발표되자 북한의 자원제약은 더욱 심화되었다. 

김정일은 중국과의 교역 및 개발사업 확대로 남북경협 중단 등에 따른 자원제약 

상황을 극복하려 하 다. 특히 지하자원 수출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김정은이 

집권할 무렵에는 북중경협 확대로 인해 자원제약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북한

경제의 성장을 위해 투입할 가용자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와 지하자원의 헐값 수출 및 고갈에 대한 우려도 북한정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었다.188) 

4. 권력엘리트의 이해구조

김정일 집권기를 통해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세력으로는 단연 군부를 꼽을 수 

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당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조직으로도 국내의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김정

일은 1997년 민간 역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군을 투입하기까지 하 다. 군부의 

부상으로 인해 북한의 전통적인 당-국가시스템의 성격이 변화하 는지에 관한 논

쟁이 벌어지기도 하 지만 당이 군을 지도한다는 기본원칙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187) Amnesty International Korea,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0 (Seoul: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010), p. 20.

188) 이상근·송문지, “북중경협 강화와 한반도의 미래: 북중경협이 개혁·개방과 통일에 미치는 

향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권 2호 (2014), pp. 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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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정일 집권기의 내각은 당과 군의 위세에 눌려 힘이 없는 조직으로 여겨졌

다. 김정일시대가 시작된 뒤 내각은 가용자원이 워낙 부족하여 인민경제를 관할하

는 임무 자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 다.189)그러나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

된 북한의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가 조직간 관계보다 중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인민경제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내각을 김정일의 신임을 

얻은 박봉주가 지휘하게 되자 자원제약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박봉주가 이끄는 내각은 당경제, 군수경제 등 특수경제를 축소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안을 마련하 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개혁이 당의 향력을 위축시킬 것을 염려한 중앙당의 고위간부

들이 내각 간부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한편 김정일에게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보고

하여 개혁세력을 무력화하 다.190) 

이후 화폐개혁을 고리로 하는 시장철폐조치는 북한경제를 더욱 심각한 난국으

로 몰아넣었고 박봉주 내각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 섰던 당 간부들은 축출되었다. 

그런데 보수파의 축출과 시장을 다시 묵인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까지 지방당

과 다양한 국가기관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당료들과 지방

당 및 국가기관들 간의 대립의 핵심에는 시장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놓여

있었다. 중앙당 당료들은 단순한 우선공급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당-국가기구들과

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중앙당은 과장급만 되어도 식량공급과 

주택분배에서 우선권을 누렸다.191) 이들보다 상급직에 있는 간부들과 조직지도부, 

선전부, 대남사업부서, 대외관계부서에 속한 간부들은 일반주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가의 수입품들을 소비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192) 

중앙당 간부들이 김일성 생존시에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에 지방당 간부들의 생활형편은 김정일시대에 이르러 매우 열악해졌다. 자력갱생

을 내세워 지방경제 운 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당에 국가자원을 거의 배분해주

지 않았기 때문이다.193) 국가기관 간부들의 경우 소속단위가 얼마나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생활수준이 천차만별이었다.194) 각 부와 위원회는 거의 모

189)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pp. 318-320;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

구원, 2008), pp. 189-190.
190)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2009),”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191)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187.
192) 위의 책, pp. 190-191.
193) 위의 책, p. 187.
194) 위의 책, pp. 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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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외화벌이 기관을 운 하거나 부업기지를 경 하여 간부들의 생활비를 보조하

다. 보안부원들과 보위부원들은 생계걱정이 적은 편이었는데도 장사를 단속하

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특히 불법적인 거래품들을 압수한 뒤 착복함으로써 부를 

쌓았다.195)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지속된 단계적인 시장철폐 및 계획경제 복원 시도는 

당경제를 통해 풍족한 공급을 받고 있는 중앙당 간부들의 생활에는 직접적인 향

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을 아사에 이르는 곤경으로 몰아갔을 

뿐 아니라 지방당과 국가기관 간부들의 삶도 위협하 던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위계질서가 유지되는 북한의 당 조직 구조상 지방당은 중앙당의 지시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농업생산량을 늘이거나 줄여 보고하거나 중앙당의 

문책을 받을 만한 사건은 보고하지 않는 등의 행태도 보여왔다. 그러나 시장철폐에 

관련된 조치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견제시와 즉각적인 보고를 통해 중앙

당의 방침을 막아보려 하 다.196) 

시장에 의존하여 살아갈 필요성이 없는 중앙당 간부들이 주도한 단계적 시장철

폐 전략은 시장을 통해서만 조직을 운 할 수 있고 관할지역의 경제를 꾸려갈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생계와 생활수준이 시장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당 및 

국가기관 간부들의 이해를 심각하게 침해하 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시장철폐 정책에 드러내 놓고 반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당 간부들은 

관련 조치들의 시행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 다. 시장철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부장 등 당 간부들이 철직된 것은 지방당 간부들과 국가기관 간부들이 

화폐개혁과 시장철폐 이후의 아사자 속출 등을 이유로 중앙당의 방침에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일부 북한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197) 박남기 등에 

의해 실각했던 박봉주 전 총리가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중앙정계에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나 2010년 9월 28일의 당대표자회를 통해 도당 책임비서 출신들이 

중앙당 비서의 절반을 차지한 것을 보면 김정일이 시장철폐를 주도했던 당 고위간

부들을 철직한 대신 이 정책에 회의적이었던 지방당 고위간부들과 국가기관 간부

들을 중용하기로 결정한 것만은 분명하다.198) 

195) 위의 책, pp. 182-185.
196) 양문수,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 전망”, p. 318;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09. 1. 13); 

(2010. 6. 30).
197) ｢동아일보｣, (2010. 3. 25).
198) 당대표자회를 통해 발탁된 지방당 책임비서 출신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황해북도당 책

임비서 던 최룡해가 대장 칭호를 받고 당 비서와 중앙군사위원에 선출되었다. 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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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의 인식과 요구

김정일시대에 두 차례 개정된 헌법에 집단주의 원칙이 변함없이 규정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집단주의의 

관철과 개인주의의 부정이라는 규범만큼은 유지하려 하 다.199) 그러나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개인의 물질적 유인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200) 북한이 집단주의의 고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사회주의적 

체제성격의 유지가 아니다. 북한은 집단주의 윤리관을 공산주의 생활윤리와 혁명

적 도덕관으로 나누고 있다. 북한의 생활윤리는 일반적인 유교문화권의 생활윤리

와 큰 차이가 없지만 혁명적 도덕관은 북한식 집단주의의 특성을 드러내는 내용들

로 구성된다.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 동지간의 혁명적 의리, 가족

간의 육친적 사랑을 존중하되 이를 동지적 사랑으로 승화하는 것 등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집단에의 헌신을 연결시키는 독특성을 보이고 있다.201) 이는 북한

이 개인주의를 극도로 억누르고 집단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곧 수령을 중심으

로 한 단결의 유지에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북한 당국이 집단주의를 핵심적 규범으로 내세웠음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개

인주의적 가치가 인민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중앙계획에 따른 배급

체계의 붕괴는 사적 이윤추구 경향을 전체인민에게 확산시켰다. 인민들은 국가와 

집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만 생존을 확보할 수 있고, 궁핍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도 개인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경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물질적 풍요마저 향유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는 

집단주의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적인 사회

적 규범을 부정하는 이기주의적 경향으로까지 나타났다. 경제난이 심각했던 시기

에는 무슨 수를 쓰든 자신이 살아남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었기 

당 책임비서 던 박도춘이 당 비서 및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되었다. 평안북도당 책임비

서 던 김평해가 정치국 후보위원 및 당 비서겸 간부부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2010년 6월
까지 함경남도당 책임비서 던 태종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 비서로 임명되었다. ｢로
동신문｣ (2010. 9. 29). 

1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3조 (1998. 9.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1조 (1998. 9. 5).
200)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 (1)”, ｢KDI 북한경제

리뷰｣ 10월호 (2002), pp. 31-43: “일꾼이 많으면 나라가 흥합니다”, ｢조선신보｣ (2002. 10. 11); 
“변혁의 현장에서: 된장, 간장 판매량 2배로 늘린 식료품상점”, ｢조선신보｣ (2003. 9. 27); 
“변혁의 현장에서: 계승되는 평양 식료품 포장재 공장의 전통”, ｢조선신보｣ (2004. 10. 1).

201)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 2003),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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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202) 국가가 요구하던 가치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개인이익의 이기적 추구가 북한에서 당연시되는 생활문화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

이다.

생존을 위한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이루어진 결과 화폐경제가 형성되었다. 배급

제도의 붕괴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화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

던 것이다. 화폐유통의 증가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북한에서도 익명적 상호작용의 

증가, 개인 자유의 확산, 합리적 지식의 발전, 생활의 유동성 증가 등을 낳았다. 

화폐가 인민을 자립적인 주체로 변화시켰던 것이다.203)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화폐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팔게 된 북한 주민들은 과거와

는 다른 형태의 소비를 시작하 다. 특히 여성들은 다양한 디자인의 의복을 구입하

거나 만들어 입는 것은 물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규찰대의 단속을 피해가며 

귀걸이를 하고,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다. 또, 다양한 실내장식을 하는가 하면 가전

제품도 갖추기 시작하 다.204) 더욱이 문화적으로도 외부에서 유입된 상물들을 

접하게 되었다. 북중접경지 등 여러 지역에서 남한방송이 수신되어 텔레비전 프로

그램들을 시청하 다.205) 더욱이 많은 북한주민들이 CD, DVD, USB 등에 담긴 

외부 상물들을 시청해왔다.206) 장교들 사이에서도 남한 등지에서 생산된 상물 

시청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207) 북한 주민들은 남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서 만들어진 상물들을 다양하게 즐기고 있다.208)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2009년부터 노트북 수입이 증가하

는 등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들이 수입되고 있다.209) 한편 이집트 

자본인 오라스콤(Orascom Telecom and Media Technology: OTMT)이 운 하는 고려

202)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p. 349.
203)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수령을 대체한 화폐,” ｢담론201｣ 10권 2호 (2007), pp. 

110-114.
204) 김석향,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2012), pp.191-216. 
205) 강동완·박정란, “남한 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향: 지역간·대인간 연결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권 2호 (통일연구원, 2010), pp. 115-116. 
206) 이미나·오원환, “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문화 적응: 탈북청년을 중

심으로,” ｢방송통신연구｣, 82호 (2013년 봄), pp. 75-101; 이용희, “북한 내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향,” ｢통일문제연구｣, 26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4), pp. 151-191.
207) 강동완·김현정, “북한 군대 내 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통일과 평화｣, 7집 

1호 (2015), pp. 95-133.
208) 오양열,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향과 전망,” ｢플랫폼｣, 통권 26호 (2011), pp. 

17-18.
209) 정아름, “북, 중국서 태블릿 수입 증가,” ｢자유아시아방송｣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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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라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더욱이 불법적으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젊은이들은 휴대전화로 동 상, 

음악, 게임 등을 즐기고 있으며, 휴대전화에 장식품을 달고 팝송을 벨소리로 사용

기도 한다. 휴대전화가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210)

요컨대 북한지도부가 주창하는 집단주의적 규범과 사회주의적 주체문화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를 대신하여 개인주의적 규범이 인민

의 실제생활을 규율하고 있다. 또, ‘자본주의적’ 상품과 문화가 북한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경향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북한사회를 물려받았다. 집단주의 규범이 이완될 경우 북한체제의 성격

은 김정일시대와는 다른 차원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본격적인 개혁사회주

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체제의 공식적 규범

을 고수하여 규범과 관행의 불일치가 극대화 할 경우 체제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규범과 관행의 불일치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뿐 공식적 규범을 변화시킬 지의 여부는 절대권력자인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제5장 리더십의 기능과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

제1절 김정은 리더십의 기능적 이해

1. 상황 진단

1) 대내적 현실에 대한 진단

김일성 사망 후 단독으로 북한을 통치하게 된 이후 김정일이 북한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 는지는 그의 이름으로 발표된 초기 저작과 김일성대학에서의 발

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학으

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사

210)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 (Washington: US‧
Kore Institute at SAIS/Voice of America, 201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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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개조사업, 사상개조사업이　사회주의의　물질경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이라며 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

켜 이들을 동원하는 식의 사회주의 건설 방식이 여전히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집단의　자주적 요구와　개인의　자주적 요구는　집단주의를　통해서만　가장　훌륭

히　실현될 수　있다”며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적 가치와 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 다.211)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자 김정일은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당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인식하 다. 1996년 12월 김정일은 식량난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야기되고 있으며 당 조직들이 맥을 못 추고 당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사회주의 건설에 많은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며 당 조직과 당원들을 신랄하

게 비판하 다.212) 그는 경제 위기로 인해 당과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고 주민들이 

사상적 동요를 일으키는 등 정치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았다. “현시기 경제 

문제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의 흥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

는 김정일의 언급에서 경제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213) 

이러한 김정일의 상황 진단이 결국 당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군을 앞세워 경제건

설과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는 선군정치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직면한 북한의 현실은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극심한 혼란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어 국가를 운 해 나가기에는 자원

제약이 심하 다. 남한으로부터의 자원 유입도 축소된 가운데 북한은 중국으로의 

지하자원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자원제약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 이후의 혼란을 후계자의 자리에서 목격한 김정은은 대다수 북한주민들

의 빈곤한 생활이 계속되면 자신의 통치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인식하 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서구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청소년기에 이미 중국식 개혁개방을 배워

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으며 이론이나 형식보다 실제의 효과를 중시하는 

성격이기도 하 다. 그는 또한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인적 쇄신이 이루어

211)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4). 
212)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p. 308. 
213)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현시기 경제 운  방향과 자립적 민족 

경제 잠재력의 옳은 리용,” ｢경제연구｣ 4호 (199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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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결과 북한주민들과 당-국가기관들의 현실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방

당 출신의 고위간부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도 하 다. 이런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의 향 속에서 김정은은 사상적 오염이나 주민통제 약화를 우려하여 제한

적인 개혁방안들조차 철회되곤 했던 김정일시대의 경제운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2012년 1월 17일 AP통신과의 인터

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식기반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된 경제개혁을 연구”하고 있었다.214) 이 인터뷰가 김정일

이 사망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은 김정일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북한경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1월 28일 조선노동당 간부들에게 공장과 기업이 충분히 가동되지 않아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인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 다. 

또, “인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변함없이 노동당을 따르고 있다”며 “이런 

훌륭한 인민들에게 더 나은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 주어 인민이 언제나 노동당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 다.215) 나아가 자본주의적 방법의 도입

을 포함하여 경제개혁을 위한 모든 방법을 논의할 것을 지시하 다. 그는 경제분야

의 일꾼과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제안하면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 

의해 자본주의적 방법을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제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만으로는 경제관리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한 당 간부들에게 중국의 방법이건 러시아나 

일본의 방법이건 활용할만한 방법은 도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하 다.216) 

이러한 발언과 지시를 종합해 볼 때 김정은은 경제개혁에 따른 주민의 사상적 

오염을 매우 두려워했던 김정일과는 달리 주민들이 오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당을 따르고 있어서 주민들을 통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

로 보인다. 또,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경제상황을 개선하면 인민을 통제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고 믿었던 것 같다. 더욱이 2000년대 중반 박봉주 내각이 시도한 개혁이 당 간부들

214) Jean H. Lee, “Kim Jong Un Fully Prepared, Top North Korea Official Says,” AP (January 17, 
2012).

215) 北朝鮮問題取材班, “北朝鮮: 金第一書記 資本主義論議お容認, 一月の發言錄,” ｢每日新聞｣
(2012. 4. 16).

21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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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격을 받아 좌초되었던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듯하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6일에도 “현시기 인민생활 문제를 풀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경공업 발전을 

토대로 소비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다.217) 또,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도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고 사회주의 부귀 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확고한 결심”이라며 “경제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하 다.218) 경제상황, 

특히 일반주민들의 생활고가 매우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북한 현실에 대한 김정은의 진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그는 2015년 1월 28일 축산업 발전에 관하여 경제기관 간부들과 논의하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라며 주민생활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219)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의 ‘문화생활’에도 집권 초부터 깊은 관심을 기울 다. 이는 

2012년의 공개활동 동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은 3월까지 군부대 시찰에 

집중하면서 군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 다. 4월에는 김일성 탄생 100주

년 관련 참배 및 행사, 자신의 조선노동당 제1비서 취임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 등의 정치행사를 치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된 이후인 5월~7월에는 주민생활의 현장이나 건설현장 방문에 공개

활동이 집중되었다. 이는 물론 새로운 지도자로서 대중친화적 행보를 보여 북한주

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방문한 시설들은 유희장, 동물원, 아동

백화점, 소학교 등이었고 건설현장도 극장, 유원지, 빙상장 등 문화·오락·체육시설

이 많았다.220) 이는 김정은이 생필품 공급 등 주민생활의 물질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오락적 측면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시하 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다수 주민들이 식량과 연료를 마련할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217)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로동신문｣ (2012. 4. 19).  
218) “김정은동지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2. 4. 15).
219)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중앙

통신 (2015. 1. 30).
220) 최진욱·한기범·장용석,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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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김정은이 인민의 문화생활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의 성장환

경 및 취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광이었던 김정일은 북한 공연

예술과 상예술의 낙후성을 답답해하여 자신이 직접 제작에 관여하는가 하면 

남한의 화배우와 감독을 납치하기까지 하 다. 마찬가지로, 초대소마다 각종 

오락시설과 체육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항상 ‘놀이’를 하면서 성장하 고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스포츠행사와 놀이공원 관람 등을 즐겼던 김정은은 북한에 이런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이 놀이공원, 스포츠시설 등의 낙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2012년 5월 만경대 유희장을 둘러보며 담당자들을 질타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깨어진 구내도로, 놀이기구의 도색상태, 조경, 물놀이장 안전문

제 등을 일일이 지적하 다. 그는 보도블록 사이로 난 잡풀을 직접 뽑으며 “설비갱

신은 몰라도 사람의 손이 있으면서 잡풀이야 왜 뽑지 못하나”라며 “유희장이 이렇

게 한심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질책하 다. 또, “분수터를 가동하지는 

못해도 깨끗이 정리는 해놓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하 다.221) 돈이 없다는 

이유로 놀이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은에게는 오락시설 등을 갖추고 관리하는 것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미루어 둘 수 없는 중요한 문제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라고 본다. 

김정은은 북한경제의 심각성과 이를 개혁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북한의 정

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주요 정치조직들은 이미 김정은의 절대권력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있었다. 수령의 유일 도체계가 관철되는 북한의 정치제

도는 백두혈통을 잇는 적자라는 김정은의 개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김정은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당연시하 으며 가족 이외의 북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등한 입장이 아닌 부하로 

여기는 태도를 취하 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수령으로서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가업을 잇는 

셈이었다.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던 듯하다. 공산당의 통치를 그대로 유지한 중국의 경우에도 마오쩌둥

의 노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개혁노선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 다. 김정일조차

221)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시 다,” 조선중앙통신 (201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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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었다는 전제하에 선군사상을 내세워 새로운 정책노선을 

뒷받침하려 하 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겼

다. 그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정하고 전사회의 김일

성-김정일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선포하 다.222) 또 선군정치를 이어갈 

것임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하 다.

2) 대외적 현실에 대한 진단

부친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집권한 김정은은 한동안 김정일의 대외정책 노선

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 다. 김정일 생존 시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국

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2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음에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2009년에 공식적인 후계자가 된 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중단을 목도하며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되어온 대외정책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 북미 간에는 고위급회담을 통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장례가 끝난 뒤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 다. 그 결과 2·29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2·29 합의가 발표된 직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이후의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미국 대표단이 

북한 측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2·29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성발사 중단도 이에 해당한다는 데 대한 북한 측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 당시 미국 측은 위성 발사 중단을 합의문에 명시하려 했지만 

북한은 반대하 다. 양측의 합의 발표문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임시로 중지한

다는 내용이 있을 뿐 위성 발사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북한 측은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북한의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위성 관련 문구를 명시하지 

못하고 위성을 발사하면 합의를 깬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만 경고하 다.223) 

2·29합의에 이르는 대미협상에서 북한이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내세우며 인공위

성 발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끝내 관철한 것은 김정은의 

222)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223) 유신모, “북미 합의 때 북 ‘위성중단’ 반대… 대신 협상단끼리 구두로만 확인,” 경향신문 

(201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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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반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중시하고 미국에게 저자세를 보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가 필요한 국내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큰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첫 해 던 만큼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 내부적으로 통치능력과 정당성을 과시하는 것이 급선무 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자 김정일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했던 해이기도 하

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등 대형사업

들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예상되었다. 김정은으로서는 2012년을 기념

할 성과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키려 했을 것이다.  

로켓 발사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조성하여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결정이

었다는 주장이 있다.224) 그러나 김정은이 특구를 늘리고 관광업을 진흥하는 등의 

개방전략을 세우고 이의 성공을 위해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관계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로켓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뒤 미국 주도

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2·29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도 북한이 대화를 통해 2·29합의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는 사실도 장거리 로켓 발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북한은 

이전과는 달리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곧바로 핵카드로 맞서지 

않았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외무성 성명에서도 핵실험이 언급되지 않았다. 

외무성 대변인이 5월 22일 담화를 발표하여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계획했기 때문

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

다.225)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진 7월 20일에야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 다.226) 7월 말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간 민간급 

회의에서 북한 측 단장은 김정은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며 인민생활 

향상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도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와 적대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 측이 평화조약, 관계정상화 같은 구체적 약속을 해야 

224) 한동호, “안보리 결의 2087호와 북한의 대응,”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04 (2013. 
4), http://www.kinu.or.kr/2013/0125/co13-04.pdf (검색일: 2015. 10. 27).

225) “조선외무성 대변인 조선을 부당하게 걸고든 8개국수뇌자회의 선언을 배격,” 조선중앙통

신 (2012. 5. 22).
226) 노재현, “北 "美 ‘동까모’ 개입…핵문제 전면 재검토",” 연합뉴스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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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것이라 믿고 협력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무의미하며, 미국이 먼저 협력적 조치를 취해야만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 다.227) 

북한 측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 는데도 반응이 없는 

미국에 대해 김정은이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8월 17일에서 20일까

지 미국 정부 대표들이 극비리에 방북하여 로켓발사를 만류하 다.228) 그럼에도 

북한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쯤 뒤인 

12월 12일 북한은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여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

는데 성공하 다.229) 이후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결의안이 통과되

었다. 김정일이 그러했듯이 김정은도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는 형식으로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 다.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은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을 단행해야 

했을 것이다.

2012년 1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과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성공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안보를 확충하려는 전략을 선택하는데 큰 향을 미쳤을 것이다. 핵무

기와 전달수단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핵 공격 위협을 가함으

로써 미국, 남한, 일본 등의 군사적, 경제적 압력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의 강화된 제재결의가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 3월 1일부터 

시작된 독수리훈련 및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 포함된 작전계획을 공개적으로 시행하 다.230) 

미국이 이례적으로 핵공격 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김정은은 더 

이상 핵개발을 수단으로 미국과 협상하여 안전보장을 약속받는데 얽매이지 않고 

3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강화된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독자적인 생존을 추구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말부터 자신이 

227) 백학순, “북미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언론의 오도,” 프레시안 (2012. 8. 22), http://www. 
pressian.com/news/article.html?no=39481 (검색일: 2015. 10. 26).

228) 조숭호·이승헌, “[단독] 백악관인사 8월 극비방북… 美대선 관련 거래?” 동아일보 (2012. 
11. 29). 

229) 김귀근·김호준·노재현, “北 장거리 로켓 전격발사..광명성 3호발사 성공,” 연합뉴스 (2012. 
12. 12). 

230) “美 B-52 전략폭격기, 北겨냥 모의 핵폭격훈련 실시,” 연합뉴스, (2013. 3. 19.).



342 신진연구논문집

집권한 뒤까지 북중관계가 강화되어왔다는 점과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

를 자극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김정은이 북한

이 직면한 대외적 환경을 진단하는데 향을 미쳤을 것이다. 

2. 정책적 처방

1) 대내적 처방

자원제약 상황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김정은의 우선적 

처방은 경제운 방식의 개혁이었다.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경제운 방식을 북한

에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 칭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농장, 공장, 

기업소 등의 자율권을 신장하고 개인의 이익 추구 욕구를 만족시켜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김정일시대와 같이 

고전적 계획경제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경제운 의 분권화가 실

현되고 있으며 개인의 물질적 유인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자원제약의 극복을 위해 경제에 대한 통제권한을 상당

부분 포기하 으며 나아가 경제를 매개로 한 주민생활에 대한 통제도 적지 않게 

완화하 음을 의미한다.  

리더십과 관련지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구체적이고 완결된 규칙들이 전국

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형태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시범적 조치들이 시범적 단위들에서 시행되다가 점차 확산되는 과정이 되풀이 

되었다. 또, 연구, 검토, 시행, 평가 등을 통해 내용이 구체화되고 제도가 정착되는 

양상이 드러났다. 2012년에 이미 6·28 방침이라는 것이 내려져 새로운 경제관리체

계 확립이 시도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후 일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에서 내각의 지도하에 “독자적, 창발적으로 경 관리를 하는 새로운 조치들이 시

범적으로 시행”되었다.231)   

김정은은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현실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을 지시하 다. 그는 또한 “모든 기업체들이 

경 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생산자대중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사회주의 기업관리방법이 되어야 한

다”는 지침도 주었다.232)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 무렵부터 “전국의 모든 생산단

231) “최고령도자의 관심속에 내각과 생산현장이 긴 히 련계,” ｢조선신보｣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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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들이 경 활동을 독자적으로 벌여나가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제도의 일률적 도입이 아니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는 사

업”이 추진되는 과정이었으며 우수한 실적을 낸 생산단위들에 대한 “모범 배우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233)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은 “일군들이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제나

름대로 사회주의본성에 어긋나는 그릇된 방법을 끌여들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도업적을 훼손시키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 또,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

하여 실제적인 경 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는 경 방식인 사회주

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제시하 다. 나아가 “직장과 작업반, 분조단위에서 근로자들

이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해 나갈 것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이 누구나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를 공정하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분배원칙을 밝혔다.

요컨대 김정은은 간부들이 새로운 경제운 방식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논의

하게 한 뒤 실험적 조치들을 일부 생산현장에서 실험하 다. 이런 실험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면서도 이를 시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

을 계속해 나갔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하도록 생산단위의 결정에 

맡겨 두기도 하 다. 이런 정책추진 방식은 분명히 김정일시대의 7·1조치나 시장공

인 등과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완결된 정책묶음으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들 중의 하나

는 시범운  중에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생산현장을 장악하고 있던 중하층 간부들

의 저항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생산여건이 좋은 공장에서는 생산량 증대와 

품질 제고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폭증하는 반면 여전히 실제 생활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직장도 남아 있는 등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234) 김정일의 경우 시장 공인 이후 북한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식변화, 빈부격차 증대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 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이후에는 화

폐개혁을 하면서까지 사적 경제활동을 근절하려 하 다. 그러나 김정은은 농업생

232)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로동신문｣ (2013. 4. 2).

233) “경제관리개선조치실시 1년, 생산현장의 변화,” ｢조선신보｣ (2013. 4. 2). 
234)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북한연구학회보｣ 

18권 2호 (2014), pp. 69-89; 박형중,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방침)의 내용과 실

행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2013. 10), pp.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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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증대 등 긍정적 효과들이 확인되자 적지 않은 부작용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 다. 김정은은 신년사, 농업 단일 안건을 다룬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과 생산조직

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 다.235) 

북한경제를 성장시킬 또 하나의 방안으로 김정은은 과학기술과 지식경제의 발

전을 제시하 다. 김정은이 집권한 첫 해인 2012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자력갱

생이 강조되던 2011년 신년공동사설과는 달리, 새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만들자며 

새 세기 산업혁명과 지식경제강국을 강조하 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과학기술혁명이라고 설명된다.236) 그러므로 2012년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은 시대

의 북한이 과학기술 발전 등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 건설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셈이다. 이후 김정은은 4월 15일 열병식 연설을 통해서도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237) 

김정은이 내세우는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경제강국 건설 방침은 김정일시대부터 

추진되어 온 국방 관련 과학기술 발전이나 산업시설의 CNC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을 통해 축약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도 김정일시대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목표, 자원투입, 정책의 내용 면에서 김정일 

집권기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2013년 11월 13일에 개최된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에서 낭독된 호소문에는 “수요가 높은 유기농산물과 축산물,특산공예작물,과

일과 고급수산물의 생산가공기술”, “풍력과 조수력,지열,생물질,태양에네르기와 

같은 재생에네르기개발”, “기초과학”, “과학기술집약형경제”, “정보산업,나노산

업,생물산업과 같은 첨단산업” 등을 발전시키라는 요구가 담겨있었다.238) 

실제로 이런 분야들에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북한이 지식경제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 김정은은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며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추격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2012년 5월 “인터네트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자료들을 많이 보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 다.239) 이후 정찰

총국 해커 부대를 시찰하며 “강력한 정보통신 기술, 정찰총국과 같은 용맹한 (사이

버) 전사들만 있으면 그 어떤 제재도 뚫을 수 있고, 강성국가 건설도 문제없다”고 

말하기도 하 다.240) 

235) 이상근·송문지, “북중경협 강화와 한반도의 미래,” p. 119. 
236) “경제강국과 과학,” ｢조선신보｣ (2013. 1. 21).
237) “김정은동지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2. 4. 15).
238)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로동신문｣ (2013. 11. 14).
239) “김정은, 인터넷 통한 외국 정보수집 지시,” 교도통신 (201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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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및 산업의 발전은 실제로 북한사회에 가시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북한에서 고려링크라는 3G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을 운 하고 있는 오라스콤 관계

자가 2015년 10월에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300만을 넘어섰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241) 전화기를 여러 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실제 이용자 수는 

이 수치에 크게 못 미치겠지만 북한주민들의 휴대전화 이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또한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인트라넷인 광명망에 당-정

부기관, 국 기업소,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 등을 연결해 놓았다고 한다.242) 북한

의 과학자와 대학생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인트라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

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243) 

지식, 정보, 과학을 중시하는 북한의 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통제는 지식경제의 기반이 되는 창의

성, 시행착오, 모험을 어렵게 한다. 특히 정보통신매체 이용에 제약이 가해져서는 

이런 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정보의 북한 내 유입이나 

정치적 성격을 띤 정보의 유통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2009년 말의 시장철폐 시도가 좌절된 이후 북한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

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욱 완화

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제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보안원들이 장마당을 통제하

며 물건을 빼앗는 행위가 줄었다고 전해진다.244) 또, 북한 당국은 신원조회상 심각

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휴대전화 소유를 금하고 있다.245) 실제로는 다른 사람

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등록하여 판매하는 거간꾼들을 통하면 신원에 문제가 

있더라도 휴대전화를 소유할 수 있다.246) 

240) 이용수, “김정은 "용맹한 사이버 전사 있으면 어떤 제재도 뚫어",” ｢조선일보｣ (2013. 4. 8).
241) Martyn Williams, “Koryolink said to have 3 million subscriptions,” North Korea Tech (October 

14, 2015), http://www.northkoreatech.org/2015/10/14/koryolink-said-to-have-3-million-subscriptions/ 
(검색일: 2015. 10. 14).

242) 편집실, “북한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남북경협 뉴스레터 16호 (2014),  
http://www.sonosa.or.kr/newsinter/vol16/sub7.html (검색일: 2015.6.15).

243) Eric Talmadge, “North Korea: Where the Internet has just 5,500 sites,” The Star (Feb 23, 
2014); 박상주, “북한의 인터넷 현황과 개방 동향,” ｢정보통신정책｣ 제20권 15호 (2008. 8), 
pp. 69-72.

244) 이수석, 김일기, “북한의 실리주의와 개혁개방 가능성 연구: 박봉주 내각총리 복귀를 중심

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1권 3호 (2013), p. 17. 
245)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Voice of America (2014), pp. 12-13.
246) 위의 글,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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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민생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김정은은 북한이 직면한 자원제

약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었다. 쌀값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도 안정되고 있

다.247) 이는 수익 분배방식 개선 등의 제도개혁으로 식량, 공산품 등의 생산이 

증대한 결과일 뿐 아니라 가내공업 등으로 생산된 제품의 시장판매를 엄격히 단속

하지 않은데 따른 효과이기도 하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보통신매체 

확산의 효과이다. 휴대전화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과 환율 등 시장정보를 용이

하게 확인할 수 있고 거래 상대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격, 수량, 운송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248) 상인들이 각 지역의 가격 차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자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평양과 중국의 공산품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249)

김정은은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국가운 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2014년 4월에 장세가 일제히 대폭 인상되었

다.250) 북한정권이 이동통신산업으로부터 거두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단말기

를 원가의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독점판매하고 이동통신망을 운 하는 체오

(CHEO)합 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함으로써 2013년까지 4~6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수입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251) 

김정일은 주민들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도 사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 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허용하다가도 축적된 재산을 몰수해 버리곤 하 다. 부를 유지하도록 허용된 사람

들은 당, 군, 공안기관을 이끄는 김정일의 측근들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활에 익숙하며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김정은은 일부 주민들이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이들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하다.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강조해 온 김정은은 관련 시설을 많이 건설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있다. 

2013년 당시 문수물놀이장을 이용하는 북한주민은 배정권(배급권)이 있으면 1,400원, 

247) 김 훈, “북한 농업 평가와 2015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7권 1호 (2015), pp. 45-47. 
248)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p. 13.
249) 위의 글, p. 30.
250) 이수석, 김일기, “북한의 실리주의와 개혁개방 가능성 연구,” p. 18. 
251)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p. 37; 주성하,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나 (서울: 

기파랑, 2012),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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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권이 없으면 7,000원 가량의 이용료를 지불하 다. 외국인의 경우 17달러, 당

시의 시장 환율로 환산할 경우 북한 돈 약 14만원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내야 했

다.252) 마식령 스키장의 경우 외국인의 하루 이용료가 2014년 1월 기준으로 25유로

고 반일 이용권은 15유로 다.253) 문수물놀이장의 내국인 대 외국인 비율을 적

용할 경우 배정권이 없는 북한주민은 하루에 1~2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은이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관심을 쏟은 것이 단지 이윤을 추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국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체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김정은은 

제한적으로나마 외래문화를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조선중앙TV

는 중국 혁명기나 구소련을 배경으로 하는 화를 방송해왔으나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는 과거와는 차별되는 내용의 외국 드라마나 화를 방 하기 시작하 다. 

중국 고전 화(류싼제), 중국의 역사적 웅을 다룬 화( 웅 정성공), 홍콩 액션

화(격술가 엽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자축구를 소재로 한 국 화(뻬컴처럼 

뽈을 차라)가 방 되기도 하 다. 여성의 목욕장면이나 소련 젊은이들의 유흥장면,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도 삭제되지 않고 방송되었다.254) 

이런 화들이 방 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높아진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상물들을 즐기고 있는 상황

에서 북한 텔레비전에서 방 되는 작품들이 외면당하자 오락성이 강한 외국 화

를 일부 방 하고 있는 것이다. 모란봉 악단이 제공하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공연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작품들의 등장은 주민의 의식 및 

욕구 변화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김정은의 개방적인 문화적 취향 및 인식의 반 이

기도 하다. 김정일도 측근들과의 파티에서 무희들이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추는 

춤을 관람하 고 가족 및 측근들과 서방이나 남한의 선정적인 화들을 즐기기도 

하 다.255)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이런 작품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

하 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러한 작품들을 북한주민들이 관람하거나 시청하는데 

대한 경계심이 훨씬 약한 듯하다.  

252) 주성하, “문수 물놀이장과 김정은의 강박관념,”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2013. 12. 23),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74245# (검색일: 2015. 11. 9). 

253) 김정은, “北 마식령스키장 이용료 하루 25유로 <美방송>,” 연합뉴스 (2014. 1. 11). 
254) 전미 ,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14. 6), pp. 143-145.
255)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pp. 82-86, 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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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북한주민들이 김정은이 허용하지 않는 외래문화에 접하는 것은 강력

히 통제되고 있다. 북한은 글로벌 인터넷과 국내용 인트라넷을 분리해 운 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제작된 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256) 북한주민들을 사상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도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성격이 개방적이라고는 하나 백두

혈통을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그로서는 최고존엄이라 불리며 우상화

되어 온 선대 지도자들과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2) 대외적 처방

김정은은 더 이상 핵개발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보장

과 체제에 대한 인정을 얻어내려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체제인정을 추구하되 핵보유국으로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핵보유를 

전제하게 되면 핵개발 여부를 협상수단으로 삼을 때보다 대미관계 개선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이를 감내하고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얻어낼 때까지는 

핵전력을 강화하며 독자적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아가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평화협정, 북미수교, 비핵지대화 등 위해 

새로운 차원의 대미협상을 벌이려 한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하게 하 다.257) 그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병진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나아가 병진노선 

채택을 통해 전쟁억제력을 크게 높이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북한의 실정에 맞게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 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선이라는 설명도 덧붙 다. 

병진노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

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258) 이는 

어차피 핵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핵보유를 명분으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경제건

설에 자원을 더 배분하겠다는 김정은의 타산이 드러나는 주장이다.

256) 오양열,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향과 전망,” ｢플랫폼｣ 통권 26호 (2011년 3·4
월호), pp. 19-20.

257)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전원회의 보고-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3. 4. 2).
25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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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는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딸라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

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 우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

적 거래물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

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라고 결의하 다.259) 핵 관련 방침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다음날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라는 이름의 법을 제정하여 핵보유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확고한 결정임

을 분명히 하 다. 이 법률은 핵무기의 보유 목적, 관리 방법, 사용 방법 등을 규정

하고 있다. 특히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지만 방어용으로만 쓸 것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260) 북한은 6월 16일 미국 측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세계 건설 등이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이 제의에서도 북한이 핵개발 중단이나 포기를 조건

으로 협상을 벌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261)

로켓을 발사하고 대북제재에 맞서 다시 핵실험을 하고서도 미국을 결국 협상장

으로 이끌어냈던 김정일이라면 핵개발을 계속하고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가 있더

라도 병진노선과 같은 것을 발표하여 대미협상의 여지를 막아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의 압력에 대하여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경 정책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거와는 다른 협상조건을 제시하 다. 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면 미국과 대화를 못해도 그만이라는 자세를 취하 다.

김정은은 또한 2013년 3월 미국이 공개적으로 핵전력을 과시하며 군사훈련을 

벌이는데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 다. 정전협

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 관련 합의 무효화, 남북·북미 간 핫라인 단절, 개성공단 

폐쇄, 전시상태 선언이 이어졌다. 변 핵시설의 재가동도 선언하 다. 특히 이동

식 발사대에 탑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동해안으로 이동시켜 은폐함으

로써 괌 등에 대한 공격 위협을 가하기도 하 다. 

3월 28일 핵탑재 능력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폭격기 2대가 미국 미주리주에

서 한반도까지 날아와 공개적으로 폭탄 투하 훈련을 하자 김정은은 한밤 중인 

29일 0시 30분에 전략로켓군 작전회의를 소집하 다. 그는 미국의 적대행위가 공

259)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2013. 3. 31).
260)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3. 4. 1). 
2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대변인 중대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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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위협단계를 넘어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며 “아군전략로켓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

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 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 다.262) 

4월 초에는 중거리미사일 무수단 2기를 열차에 실어 동해안으로 보낸 뒤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하여 은폐해 버렸다. 첩보망에 노출되도록 미사일을 열차로 수송한 

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도록 숨겨버린 것은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것이다.263)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 내에서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미 양국은 합동군사훈련 중 핵전력 

등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전략을 철회하 다.264) 

김정은은 중국에 대해서도 당돌하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 다. 북한의 핵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뒤 이은 대북압박은 북한 지도부의 예상보다 

강했다. 김정은은 최룡해를 파견하여 중국의 압박을 누그러뜨리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더욱이 2013년 말의 장성택 숙청으로 북중 간의 불편한 관계가 장기화되었

다. 이런 상황전개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특구 개발 등을 추진하려던 북한

의 발전전략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 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대외정책의 기조

를 고수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는 북중관계 악화

가 진행 중인 사업의 취소 등 경제협력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향은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에 따른 김정은의 자신감과 지기 

싫어하는 그의 개인적 기질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김정은의 강경한 입장이 지속되자 결국 중국이 먼저 화해를 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 다. 김정은의 생일인 2015년 1월 8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홍레이 대변인

의 명의로 “새로운 1년을 맞아 중국은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의 

방침’을 토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전향적으

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다.265) 리진쥔(李進軍) 신임 주북한 대사도 

2015년 3월 평양에 부임하자 이 방침을 언급하 다. 더욱이 오랫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이와 입술처럼 서로 의지한다(脣齒相依)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북중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 다.266) 그런데도 김정은은 리진쥔을 몇 달 동안 만나주지 

262) “김정은최고사령관 화력타격계획을 비준,” 조선중앙통신 (2015. 3. 29).
263) 김호준, “북, 동해안 이동 무수단미사일 은닉…기습발사 가능성(종합),” 연합뉴스 (2013. 4. 5).
264) Adam Entous and Julian E. Barnes, “U.S. Dials Back on Korean Show of Force,”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3, 2013); “US Air Force test-launches Minuteman 3 missile delayed by 
North Korea tensions,”Associated Press (May 22, 2013).

265) 홍제성, 이준삼, “중국, 북중관계 ‘16자방침’ 복원 확인,” 연합뉴스 (201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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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등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267)

3. 지지 동원

1) 대중의 지지 동원

김정은의 등장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함으로써 김정은

이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사상적 통제에 기반하여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지도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 김정은 시대에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마식령속도’

를 제시하면서 모든 인민이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하 다. 김정은은 인민들과 군인들

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마식령스키장 건설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

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우리 당이 펼친 애국사업으로, 군인건설자들이 스키장 

건설을 올해 안으로 끝내며, 온 나라 전체 군대-인민이 마식령속도의 정신과 기백

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을 일으킬 것을 확신한다”고 하 다. 

모범을 창조한 뒤 이를 전체 북한주민들이 따르게 하고, 특히 속도를 강조하는 

김일성시대 이래의 전형적인 대중동원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268)

김정은은 또한 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한 후 이를 북한사

회 전체에 “일색화”하는 운동을 전개하 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일색화 운동의 

실천담론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일 애국주의’도 제시하 다.269) 김정은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통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질 것과 함께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중친화적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김정은의 노력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270)

한편 김정은은 공개적인 언행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달성하는데 

대중이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북한사회를 이끌고 있다. 현지지도 등을 

통해 김정일을 직접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이 생각하는 

바를 글이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달받아야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대중 앞에

서 연설을 하고 방송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북한주민들에게 목표와 방법을 이야

266) 예 준, “리진쥔 주북한 대사 “중국·북한은 순치상의 우방”,” ｢중앙일보｣ (2015. 5. 12).
267) 구자룡, “中대사, 부임 석달째 김정은 못만나,” ｢동아일보｣ (2015. 5. 21).
268) “김정은원수님,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선신보｣ (2013. 6. 5).  
269) 김일기, 이수석, “김정은 시대 북한정치의 특징과 전망,” ｢북한학보｣ 38집 2호 (2013), pp. 

95-97. 
270) 위의 글, pp.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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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 또, 방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스스로 확인하

고 대중에게 알리기도 한다. 방문했던 장소를 몇 개월 뒤에 다시 방문하는 일이 

잦다. 예를 들어 마식령 스키장, 문수물놀이장 공사 현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방문하 다. 이를 통해 김정은과 고위간부들이 현장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

던 것은 물론이고 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활동을 접하는 북한주민들도 진행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김정은은 실패나 잘못을 시인하기도 하 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

념한 로켓발사가 실패했음을 시인하 고 평양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지자 

인민보안부장이 주민들 앞에서 사과하게 하 다.271) 무오류의 존재인 수령으로서 

김정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 정부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시인하고 간부들을 통해 사과도 하는 것이다. 정보의 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실패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대중을 통제하기

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감출 수 없는 잘못을 공개하고 사과하는 것은 변화된 

북한의 상황에 보다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민접촉 면에서도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 친숙한 느낌을 주는 언행을 계속하

고 있다. 그는 군부대를 시찰할 때나 일반주민들의 생활현장을 돌아볼 때 웃는 

얼굴로 스스럼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김정은이 어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부인 리설

주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은 김정일과는 달리 권위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다. 첫 

공개활동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방문 때부터 내무반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보

며 마룻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는가 하면 태양열 설비를 갖춘 목욕시설에 들어가 

보고 장병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비치된 간장의 냄새를 맡았다. 이런 행동을 통해 

군인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은 물론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272) 어린 시절부터 활달하고 스스럼없이 행동해 온 그의 개성이 지도자로

서 대중을 접할 때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과는 달리 대규모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인민복을 입고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은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의 모습을 닮아 있다.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강한 북한의 지도자로서 의도적으로 조부를 흉내 내는 부분이 있지만 성격이나 

행동 자체가 김정일보다 대중친화적인 면모를 가졌던 김일성과 닮아있기도 한 

듯하다. 일반주민들이나 군인들과 친 하게 접촉하려다 보니 경호원도 없이 몰려

271) 노재현, 홍지인, “평양서 23층 아파트 공사장 붕괴 “상당한 인명피해”(종합),” 연합뉴스 

(2014. 5. 18).
272) 노재현, “김정은 北탱크부대서 ‘과감한 스킨십’,” 연합뉴스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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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한다. 신변보호를 몹시 중시했던 김정일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김정은은 최룡해 총정치국장, 김 철 정찰총국장 등 측근들과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의 장재도·무도 방어대를 시찰하기도 하 다.273) 대담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 군 지휘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대중친화적이면서 대담한 행동은 북한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

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는 듯하다.

그는 말과 행동으로 대중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대중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는데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자면, 농민들에게 군량미를 징발하지 않겠

다고 약속하 다. 이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으나 실제로 징발한 양이 줄어

든 지역도 적지 않았다.274) 과학자들에게 과학기술혁명을 요구하기만 할 뿐 아니

라 평양의 노른자위 땅에 과학자들을 위한 거주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 다. 인민경

제를 운 하는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각이 운 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려주기 

위해 군이 운 하던 사업체들 중 일부를 내각관할로 바꾸기도 하 다. 

달린(Alexander Dallin)과 브레슬라우어(George W. Breslauer)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모든 정치적 통제는 규범적 권력, 물질적 권력, 강제적 권력으로 구성된 제재

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275) 감시·억압기제는 통치자들의 강제적 권력 행사를, 

사상통제기제는 규범적 권력 행사를, 자원배분기제는 물질적 권력의 행사를 가능

하게 함으로써 체제의 원칙, 규범, 규칙, 절차가 지켜지고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게 

해 준다. 계획경제시스템이 무너진 이후 김정일은 대중에게 물질적 권력을 행사하

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획경제를 복원하려 했던 것도 바로 물질적 

권력을 되찾으려는 시도 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을 거듭 강조하

며 계획경제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대중에게 물질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중이 

자신의 정책과 권위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개혁이 성과

를 내고 있으나 자원제약이 여전히 심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에게 물질

적 혜택을 주려면 다른 부문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자원 재분배

는 기득권층에 대한 리더십 발휘를 어렵게 만든다.  

273) 윤일건, “김정은, 비무장 목선 타고 서해 최전방 ‘활보’,” (2012. 8. 19). 
274) 김준호, “북, 내년도 군량미 사정 심각할 듯,” 자유아시아방송 (2012. 12. 20), http://www.rfa.

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rice-12202012101022.html (검색일: 2015. 11. 1).
275) Dallin and Breslauer, “Political Terror in the Post-Mobilization Stage”, in the Post-Mobilization 

Stage.“ In Change in Communist Systems, edited by Charmers Johnson, 191-214.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pp.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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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엘리트의 지지 동원

김정은은 군사부문의 지출을 줄이면서 일반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늘이는 방

식을 선호하는 듯하다.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 경제발전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한 것, 농민들에게서 군량미를 징수하지 않으려 

한 것, 군이 관할하던 기업소들 중 일부를 내각 관할로 넘겨 준 것 등을 통해 이런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원배분 변화는 군부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가 안정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군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276) 군부 지도자들을 위한 특권적 자원 배분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식량원조 등이 군부대로 전용될 때 군단장 등이 

상당량을 빼돌리곤 했었는데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남북관계 냉각과 김정은의 

잦은 인사조치 및 처벌 등으로 인해 군 고위간부들이 이런 식으로 축재하기가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군이 관할하던 기업체 등이 내각책임제 관철을 

위해 내각 산하로 이관되어 군부 지도자들이 이권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은 더욱 

축소되었을 것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유독 군부 고위층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없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후계구도를 굳건히 하기 위해 김정일이 군부를 대표하는 후견인 격으로 내세운 

리 호를 숙청하 다.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선군정치가 주창된 이

래 강화된 군부세력을 눌러 자신의 정책적 의도를 관철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결정이었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277) 이후에도 군부 인사들의 

교체, 숙청, 강등 등이 계속되었다. 2013년 3월과 2015년 8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군대를 지휘해야 할 고위간부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김정은이 군부지도자들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군에 대한 불만이 크고, 군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인사는 김정은이 군부 지도자들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태어날 때부터 왕자 던 김정은에

276) 노정민, “수확기 끝났지만, 북 군대 여전히 배고파,” 자유아시아방송 (2015. 11. 16),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fe-nj-11132015144312.html (검색일: 2015. 
11. 30). 

277) 이수석,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북한체제 전망,” ｢평화학연구｣ 13권 4호 (2012년 12월), 
pp.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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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간부들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언제든지 발탁할 수도 버릴 수도 있는 

부하들일 뿐인 것이다. 김정일 역시 북한의 도자가 된 이후 절대적 권력을 휘둘

으나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에는 신중하 다. 특히 군부 고위층은 완전히 물러

나게 하지 않고 자리를 바꾸는 식으로 지위를 보장하 다. 예컨대 김일철은 인민무

력부장과 제1부부장, 국방위 부위원장과 위원을 오갔고, 김 춘도 총참모장, 인민

무력부장, 당 군사부장, 국방위 부위원장 및 위원을 역임하 다.278) 그러나 자기중

심적이고 오만하며 직설적인 김정은은 직급을 쉽게 올리거나 내리고 해임도 빨리 

결정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일이 고위간부나 실권을 가진 측근들을 다루면서 보여주었던 ‘정치적 고려’

와 ‘심리적 배려’가 김정은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공과와 친소에 따라 상벌

이 가해질 뿐이다. 엘리트와의 관계 면에서 김정일이 정치를 한데 비해 김정은은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고위직에 대한 처벌이 잦고 강하다. 고모부

일 뿐 아니라 자신의 후계체제를 강력히 지원했던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북한 

안팎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 다. 이러한 처벌 중심의 엘리트 관리 방식에는 김정

은의 과감하면서도 폭력적인 성향도 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권력엘리트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직책에 맞게 권한을 부여한 뒤 책임을 

지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직책 등과 무관하게 측근에게 책임을 맡기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었다. 예를 들어 장성택은 당 행정부장 등으로 있으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사

업을 책임졌었다. 또, 직급이 높은 인사를 제쳐두고 직급이 낮은 인물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도 하 다. 예컨대 외무상보다는 부상인 강석주가 외교분야의 실세

고 실제로 대미교섭을 벌이는 임무는 김계관 등이 담당했었다. 

이에 반해 김정은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책임있는 직책에 임명한 

뒤 직접 나서서 현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자신이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시절 스위스 대사로 재임했던 리수용을 외무상에 임명하 다.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이 거론되고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하는 문제가 논의되자 리수용은 2014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란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건너 가 유엔총회에 참석하 고 귀로에는 러시아를 방문하 다. 이란

과 러시아 방문은 반미국가들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그의 유엔총회 참석은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15년만이었다. 리수용은 케리 미 

278)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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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이 주재하는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자신도 참석하겠다고 요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 다.279) 김정일 집권기에는 주로 평양에 머물 던 

강석주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도 2014년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유럽의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순방하고 귀로에 몽골을 방문하 다. 유럽 순방 중에

는 주로 각국 정당 지도자들과 유럽연합 관계자들을 만나 친선관계 강화와 투자유

치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유럽연합 측이 제기한 인권 및 핵 문제에 관한 북한 

측 입장을 설명하 다.280)

제2절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

1. 권한이양적 특징

상황에 대한 진단, 이에 따른 정책적 처방, 정책 수행을 위한 지지 동원 방식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은의 리더십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 번째 특징으로 

권한이양적 경향을 들 수 있다. 북한체제는 왕권주의, 유일체제로 간주될 정도로 

최고지도자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제공된다. 김정은 역시 이런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 대다수 사안들의 구체적인 부분까

지 관장하는 형태와 자신이 할 일과 타인이나 기관들이 할 일을 나누어 권한을 

일정하게 이양하는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경우 대부분의 사안

을 자신에게 보고하게 하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 다. 초대소를 돌아다니

며 생활하면서도 팩스 등으로 전해진 제의서를 읽고 서명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요사안들 중 대부분을 직접 결정하 다. 이에 비해 김정은은 자신을 

뒷받침하는 당과 정부조직의 위계에 따라 책임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선호

하는 듯하다.

물론 자신이 관심을 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을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특히 체육·오락·서비스 

시설 건설 및 관리 면에서 이러한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업무

를 모두 직접 관장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맡긴 인물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279) 부형권, “16일 개막 유엔총회 ‘北인권 외교전’ 예고,” 동아일보 (2014. 9. 15).
280) 민경락, “북, 강석주 유럽순방 결과 보도… “솔직한 의견교환”(종합),” 연합뉴스 (2014. 9. 

18); 김 권,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강석주에 북한 비핵화·인권 개선 촉구,” Voice of 
America (2014. 9. 11),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445168.html (검색일: 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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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내각의 수장 박봉주가 경제분야의 여러 사업들을 책임지고 

관장하게 하고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한 내각책임제는 김정일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총리

가 업무를 관장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김정은은 

박봉주가 경제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박봉주는 왕성한 현지지도 등을 통해 경제전반을 관장하고 있

다.281)  

지방차원에서 특구를 개발하게 하고 기업, 농장 등이 독자적 경 을 하게 하거나 

주민생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리더십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유일지도체계는 전사회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모든 기관과 개인이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향한다. 이런 지도체계는 김일

성 집권기에 성립되었으나 이를 설계하고 구축한 인물은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이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실현하려 하 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러한 전일적, 전반적 통제의 상당부분을 포기하고 하부조직과 

개인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권한을 맡기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 하는 것을 선호하는 

김정은 리더십의 반 이기도 하다. 

2. 실리 ․ 계산적 특징

김정은은 이익을 철저히 계산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리더십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정일도 실용적인 

면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경제재건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예컨대 대규모 생산시설 등을 건설함으로써 북한경제를 발전시키려 하

다. 그 결과 거대규모의 비날론 공장, 희천 발전소 등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런 대형사업들은 재정과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중단되었고 완공

된 이후에도 원래의 생산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성과를 내는 등 실패로 끝났다. 

규모가 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 다. 

이에 비해 김정은은 초대형사업보다는 관광시설 구축, 주택건설, 소트프웨어 

산업 육성 등 자원투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추진해 왔다. 투입 대비 산출이 큰 사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또, 

281) “박봉주 내각총리 현지 시찰 꾸준히 이어져,” NK투데이 (2014. 5. 9), http://nktoday.tistory. 
com/343 (검색일: 201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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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도 실질적 응용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실제로는 잔디, 버섯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산림, 육종 분야 등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282) 

대외개방 전략 면에서도 김정일은 신의주, 나선, 개성에 거대한 특구를 건설하여 

다른 지역을 개방하지 않고서도 자원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 다. 반면에 

김정은은 지방 차원에서 특구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규모를 줄이더라도 각 

지역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방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중앙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지방 차원의 개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김정일시대에 비해 오히

려 과감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비용 투입을 줄이고 효과는 비교적 많이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차원의 특구개발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경제에 별 다른 악 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도 역설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김정은의 리더십이 개방적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타당한 면도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은 개인의 성격이 솔직하고 자유분방

한 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이 개방적이고 솔직한 면모를 

보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 기자들을 초청하거나 관광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등의 결정은 이에 따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는 계산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아파트 붕괴 등의 사태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거

나 사과를 하는 등의 조치도 완전히 숨길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공개하는 편이 

나은 부분만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엔이 

인권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한이 제한적이나마 유엔의 지적을 수용하고 개선을 

약속한 것 역시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엽적인 부분을 수용하면서 주된 

문제들에 대한 항변에 설득력을 부여한 조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야외수 장, 스키장, 놀이공원 등의 문화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부유층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요금 책정으로 국가운

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김정은 리더십의 실리적, 계산적 특징을 보여준

다. 휴대전화를 보급하면서 기본통화를 초과하는 경우 매우 높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 요금 등을 시장환율을 반 한 계산을 거쳐 달러로 

설정하고 있는 것 등에서도 김정은 리더십의 실리·계산적 특징이 드러난다고 본다. 

282) 장철운, “北 김정은, 잔디연구소 시찰 “맨땅에 잔디 심어라”,” 연합뉴스 (2013. 5. 5); 오예

진, “북한 김정은, 평양시버섯공장 시찰… “과학화 중요”,” 연합뉴스 (201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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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친화적 특징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 대중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특성은 

엘리트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비가 된다. 김정일은 전형적인 엘리트 

친화적 리더십을 보여 준 지도자 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각종 경제적 특권을 자신

의 측근들과 체제를 보위하는 기관들에 배분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대다수 주민들

의 생활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다. 고령이

나 질환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인물들도 원래의 직위에 머무르게 하는 등 엘리트 

구성원들의 위신을 세워주려는 노력도 기울 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물정치’

에도 능하 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권력엘리트는 여전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김정

일 집권기에 비해 군 관계 기관 등에의 특권적 자원배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보다 많은 자원을 공공재 공급에 투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일반

적인 독재정권의 생존논리에 반하는 정책이지만 과대성장한 북한의 국가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추출하려면 경제전반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리적

인 선택일 수도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일이 추진하던 평양시 주택 10만호 건설 등을 

마무리 하 다. 지방에서도 대규모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시설 

건설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주택과 시설들이 특권층의 전유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건설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권층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김정은은 일반주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 향상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렸

고 이를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개혁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 북한주민들이 원하는 

물질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동원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정은의 대중친화적 리더십은 미디어 정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해외 

스포츠 경기 등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등 주민들의 오락거리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이다. 화 등 북한 외부에서 제작된 작품들을 제공하는 데에도 정치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오락성을 고려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을 즐겁게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대민접촉 면에서도 대중친화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는 주민생활의 현장

을 자주 방문할 뿐 아니라 주민들과의 직접적이고 친근한 스킨십과 대화 등을 

통해 거리감을 좁히려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부인도 이런 행보에 동참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또, 대중연설이나 방송연설 등을 통해 정책 목표 등을 직접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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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4. 자기중심적 특징

많은 독재자들이 그러하듯이 김정은의 리더십은 자기중심적 특징을 띠고 있다. 

국가전반을 운 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린 축구선수들을 유학시키거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등 체육분야에 

대하여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놀이시설을 

건설하면서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완공된 후에도 이를 점검하는 등의 행보도 자기

중심적 특징을 보여준다. 시카고 불스의 광팬이었던 김정은이 친선농구경기를 이

유로 이미지가 좋지 못한 옛 시카고 불스 멤버 데니스 로드먼을 초청했던 것도 

자기중심적 리더십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자기중심적 리더십은 엘리트 관리 등의 면에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의 체면이나 처한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이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질책하거나 처벌을 할 경우 충성스러운 지지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체제 내의 불만세력을 키우게 된다. 김정은의 경우 특히 군부지도자들에 대한 처벌

이 지나치게 빈번하고 강하다. 나이가 많은 장성들에게 장거리 수 을 하게 하는 

등의 행태 역시 자기중심적 리더십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정권 차원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정은의 경우 특히 외교 분야에서 국가의 수반으로서 지켜야 할 관례

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몽골 대통령의 방북 당시 만나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고령의 이희호 여사를 친서를 보내 초청하고서도 만나주지 않고 김양건도 만나게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예에 해당한다. 

대외정책 면에서도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 초강경 자세를 보이다가 자신이 판단

한 북한의 입장이나 필요에 따라 갑자기 대화나 공동사업을 제의하기도 한다. 김정

은이나 북한 외교책임자들로서는 나름의 논리와 계산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화를 제의하더라도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5. 강성·폭력적 특징

대내정책 면에서의 유연성에 비해 엘리트 관리나 대외정책 면에서는 강성적, 

폭력적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반역자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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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해 버린 것이 엘리트 관리 면에서 강성적, 폭력적 리더십이 발휘된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밖에도 군부 인사들의 갖은 강등과 해임,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간부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 등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들어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충당하는 데 관련된 해외자금책들의 망명이 이어진 것도 할당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데 따른 처벌 등을 염려한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283)  

김정일은 대외관계 면에서도 지나치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핵실험, 전시상태 선포, 사이버공격 등 상대를 심하게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행태는 미국, 남한, 일본 등과의 오랜 적대관계와 김정일 

시대의 벼랑끝 전술 등 역사적, 문화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북한의 군과 인민에게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할 필요 때문

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오만하며 자기중심적인 김정은은 강대국의 압력

에 굴복하거나 지정학적 경쟁자인 남한에게 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모험을 감내하는 대담한 성격이 함께 작용하여 압박을 

가하는 상대에게 더욱 강하게 ‘반격’을 가하려는 자세를 취하곤 한다. 이러한 행태

가 반복될 경우 남한, 미국 등의 국내여론을 자극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이 보다 강경한 대응을 시도할 경우 군사적 갈등

이 격화되어 한반도 상황에 심각한 악 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일관적 특징

김정은은 대내외정책의 내용과 추진방식 면에서 상당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

다. 우선, 상당한 부작용과 저항을 겪으면서도 대내경제 부문의 개혁을 4년째 추진

하고 있다. 다수의 특구를 설립하고 외국기업들의 활동을 위한 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들도 대내경제 정책의 방향에 부합한다. 김정일이 1993년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운 혁명적 경제전략을 내세웠으나 개혁방식

을 둘러싼 내부적 논란 끝에 3년 만에 보수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하 고 2002년 

7·1조치와 2003년 봄 시장 공인에 따른 제한적 개혁정책조차 2005년부터 시장에 

대한 통제정책으로 전환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김정은 정권은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대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외정책 면에서도 현상적으로는 군사적 긴장 유발과 대화제의를 오가는 모습

283) 박종진, “북한 장성·간부의 탈북·망명 실체,” ｢주간한국｣ (2015. 7. 4), http://daily.hankooki.com/ 
lpage/politics/201507/dh20150704105852137430.htm (검색일: 201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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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지만 주장이나 요구의 내용에는 상당한 일관성이 있다. 핵개발을 추진하면

서도 이를 협상의 도구로 삼고 조건을 따지며 속도를 조절했던 김정일의 핵 관련 

정책에 비해 김정은의 병진노선 채택과 법제화는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면이 

있다. 물론 병진노선의 두 목표인 핵전력 강화와 경제발전은 현실적으로 동시적 

추진이 어렵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보유를 바탕으로 국방부문의 지출을 억제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배분을 확대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핵전력 강화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로 국방부문 지출이 억제될 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국방력 강화가 경제력 강화를 뒷받침한다거

나 이를 선도한다는 선군정치의 경제발전론에 비해 일관성이 있다.

김정일은 개인에 대해서나 집단, 세력, 정부에 대해서나 의심이 많았으며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책추진 면에서도 변덕스러운 편이었다. 그의 개인적 

성격이 반 되어 북한의 대외적 협상태도, 요구조건 등도 가변성이 컸던 것이 사실

이다. 북한의 협상 행태는 김정일 개인의 성향이 반 된 결과일 뿐 아니라 협상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 자체에 기인하는 바도 컸다. 김일성은 대화나 협상도 적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적인 공격형태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었다.284) 김정일도 이런 입장을 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이 항상 일관된 입장이나 태도를 유지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

다. 대미협상의 경우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아예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남협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자신들의 조건을 

큰 틀에서 관철시키려 하면서도 상황이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를 일정하게 

조정하기도 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제6장 결 론

김정은의 리더십은 그의 개인적 특성과 그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

하는 가운데 발휘되고 있다. 김정은은 솔직하고 개방적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그대로 털어놓는 편이다. 또, 매우 적극적이며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284) 허만호, “북한의 협상행위의 특징: 이론적 괴리와 규칙성,” ｢국제정치논총｣ 36집 2호 

(1997. 2),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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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성이 지나쳐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는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절대권

력자의 아들로 자란 탓에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기도 하다. 이 때문에 자신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매우 잘 대접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례를 

무시하는 등의 무례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는 북한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성장한 

탓에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스스럼없이 대하는 친화력도 가지고 있다. 

그는 현재 비만한 체형이지만 운동능력이 뛰어나고 체력도 좋은 편이다. 또, 

스위스 유학 등의 경험으로 인해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김정은은 김정일

과 같은 예술적 감각을 갖추지 못한 반면 스포츠를 좋아한다. 김정일과 비교해 

볼 때 김정은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 즉 용인술 내지 정치력

이다.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은 북한에서 신성시되는 백두혈

통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북한체제의 왕권주의적 특성상 국가의 소유와 자신

의 소유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서 측근 등에게 특권적 지대추구 권한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도 그의 큰 자산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당-국방위원회 등 북한의 정치조직, 대외관계, 심각한 

자원제약, 권력엘리트의 이해구조, 대중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 등의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상황의 진단, 이에 따른 

정책적 처방,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엘리트 및 대중의 지지 동원 방법 등을 종합

해 볼 때, 김정은의 리더십은 권한이양적, 실리·계산적, 대중친화적, 자기중심적, 

강성·폭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정책추진 등의 면에서 비교적 일관성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리더십은 공통점도 적지 않지만 차이점도 많다. 앞에서 

설명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두 지도자의 리더십을 유형화해 

본다면, 김정일은 파격성과 조심스러움이 공존하고 섬세함과 변덕스러움도 드러

나는 예술가적 리더십을 발휘한 데 반해 김정은은 실리추구, 추진력, 과감함, 폭력

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가적 

리더십을 발휘한 김정일이 장엄함을 중시하며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극장정치

에 주력하 다면 김정은은 비용 대비 효과를 중시하면서도 모험을 무릅쓰는 경향

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일은 북한사회 전체를 오케스트라처럼 조직하여 모든 움직

임을 파악하고 지휘하려 하 다. 반면에 김정은은 자신이 가리키는 방향을 벗어나

지 않는 한, 개인, 기업, 조직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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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김정일과 김정은은 모두 극심한 자원제약에 직면한 지도

자들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북한의 경제상황이 심각하고 북한주민들의 수령과 

체제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었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이에 대한 처방은 달랐다. 김정

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촘촘히 짜인 계획경제를 복원하려 하 지만 김정은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려 하 다. 

김정일은 웅장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정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

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인정을 얻고자 하 다. 그 결과 거대한 비날론 공장, 

희천 발전소 등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런 대형사업들은 재정과 기술의 부족 등으

로 여러 차례 중단되었고 완공된 이후에도 원래의 생산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

는 성과를 내는데 그쳤다. 대형사업이었기 때문에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

하 다. 이에 비해 김정은은 초대형사업보다는 관광, 주택건설, 소트프웨어 개발 

등 자원투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

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과학기술 발전도 실질적 응용 가능성을 중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외개방 전략 면에서도 김정일은 신의주, 나선, 개성에 거대한 특구를 건설하

여 다른 지역을 개방하지 않고서도 자원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 다. 이는 

일견 대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하고 소극적인 개방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경제와 특구의 연결성이 약해서 경제발전의 효과도 약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다. 반면에 김정은은 지방 차원에서 특구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규모

를 줄이더라도 각 지역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방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대내경제의 분권화 경향에도 부합한다. 정치적으로도 중앙에서 통제하기 어

려운 지방 차원의 개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김정일시대에 비해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는 셈이다.

당-국가의 운 방식과 간부정책 면에서도 김정일이 예술가적 즉흥성과 비체계

성을 보여준데 비해 김정은은 체계와 위계를 중시하는 무인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조선노동당의 의결기구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조직의 위

계를 무시하고 측근 및 실무자들과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곤 하

다. 당과 국가의 고위직을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신임하지 않거

나 능력이 없는 사람도 고위직에 그대로 둔 채 실제의 업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식의 인사정책을 폈다. 반면에 김정은은 체계와 위계를 중시하

여 당-국가의 고위직에 자신이 신뢰할 수 있고 실제로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다. 또 이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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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허락될 경우 재원을 공급하거나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사에 있어서 변덕스럽지만 극단적이지 않은 리더십을 발휘했던 반

면에 김정은은 대담하면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은 간부들을 늘 의심하 고 중요 직책에 임명한 뒤에도 끊임없이 시험하 으나 

이들을 완전히 버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 결과 고위 간부들 중 대다수가 혁명화

를 거쳤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등용되었다. 반면에 

김정은은 신임하는 정도에 따라 직책을 바로 교체하는 식의 간부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거나 본보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요 간부를 완전

히 제거하기도 하 다. 리 호의 숙청과 장성택의 처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스포츠 정책 면에서도 김정일이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이데올로기를 

반 한 예술작품의 창작에 힘쓴 반면 김정은은 순수한 오락을 제공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다. 선전선동과는 다소 동떨어진 순수한 여흥거리를 제공하여 엘리트와 

일반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다. 스키장, 목욕탕, 빙상장, 인라인스

케이트장, 민속공원의 건설과 NBA 스타 초청 경기, 외국 스포츠 경기의 텔레비전 

방  등이 이러한 리더십 유형을 잘 보여준다. 

김정일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무인적 리더십은 북한의 중요 

대내외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대미정책 면에서는 핵개발을 

대미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면서까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 다. 대남정책 면에서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조치를 서슴지 않

았다. 또, 대화국면을 조성하려 할 때도 자신의 최측근 3인을 모두 남한으로 보내는 

식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 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한 상황에서도 김정은은 중국에 대해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향후 대내외정책도 이러한 김정은의 리더십이 작용하는 가운데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관성이 강하고 실리를 계산적으로 추구하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

을 고려하면, 북한은 앞으로도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발맞추어 대외개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사적 소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담한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소규모 기업과 개인의 사적 소유를 허용할 가능성

도 적지 않다고 본다. 

김정은이 경제적 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핵전력 강화 노선에 따른 

주변국들과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경제개혁 의지가 강하기는 하지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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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갈등구도가 지속되는 한 핵개발 및 보유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정일시대의 경험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나 이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집권 후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신뢰도 약한 편이다. 더욱이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고 강대국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리더십 특징을 보이

고 있으므로 그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핵보유를 전제로 대외관계를 개선하여 경제개혁 등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중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 등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김

정은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압박에 맞서 본 경험을 가진 김정은은 중국의 

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외교 및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에 가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대상은 남한과 

일본 정도이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북미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경제협력도 북미관계의 향을 많이 받지만 상대적으

로 독자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유로 남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남한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가진 다양한 특징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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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논문은 최근 김정은 시대 문학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토의 형상화 양상을 

분석한다. 2015년 현재 햇수로 집권 4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김정은 시대의 문학예

술은 그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중이고, 최근 1~2년 사이에 뚜렷한 개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문학 안에 형상화 되는 공간(장소)들이 이상적인 국가의 토를 상징

하고 있다는 데에서 일부 드러난다. 이러한 문학의 경향들이 중요한 것은, 김정은 

체제가 정책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건축, 건설, 개발 사업과 맞물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이 국가의 이상을 형상화하는 프로파간다의 한 방식이

라고 할 때, 문학에 나타나는 이상적 토들은 지정학적 공간 형상화가 되며, 여기

서 나타나는 문학과 현실 사이의 길항관계를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선 2장에서는 본 논문이 발견한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의 특징을 선택적 

계승, 창조적 계승, 독창적 혁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다. 전대를 선택적으로 

계승하는 차원에서 주목해볼만한 것은 김정은 시대의 문학이 ‘동시대성’을 강조하

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을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인

용되는 것은 문학이 현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한편, 

김정은 시대가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은, 2015년 들어 구체화 된 5대교양사

업을 문학예술 창작의 전면에 내세워 ‘혁명성’을 재맥락화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김정은 시대만의 독창적 혁신성의 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창조와 혁신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생활미학적 차원에서 전 세대를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를 기반으로 3장에서는 문학에 나타난 구체적 토화의 양상들에 대해 분석한

다. 우선 1절에서는 토의 신화화 양상에 대해 다룬다. 북한 수령형상의 오랜 

상징이었던 ‘백두’가 김정은 시대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백두의 칼바람소리’로 

구체화 되어 이것이 시각화되고 현재적인 신화로 자리매김 해가는 현상을 분석한

다. 과거의 재맥락화로 볼 수 있는 혁명성 다시 쓰기는 김정은의 지도자로서의 

정체성 구축, 당과 정책의 이미지 구축을 가늠하게 한다. 2절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조성 중인 도시화 양상에 대해 분석한다. 북한의 최근 도시화가 특징적인 것은,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의 ‘미’가 자연과 인공이 결합된 공간이라는 점

에서이다. 이는 록색건축과 평양의 재맥락화를 통해 김정은 시대만의 독창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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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점을 보여준다. 3절에서는 과학화로 달성된 국가의 측면을 분석한다. 김정일 

시대에 완성된 과학 자체에 집중한 과학적 방법론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 도구적으

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도구적이고 사회 건설방법으로서의 과학은 궁극적

으로 토를 지정학적으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량이 된다.

4장에서는 3장까지의 로컬 분석들을 토대로, 로컬의 건설이 국가 전체로 확대되

었을 때 나타나는 지정학적 상상력을 분석한다.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위성 과학자거리 등에서 시작되어 최근 마전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

는 북한의 건축, 건설, 개발 사업은 문학에서 ‘조선’이라는 표상 자체를 다시 쓰려는 

노력과도 동궤를 이룬다. 이는 구체적으로 조감도․형성안․설계도의 상징 안에서 

발휘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들의 길항관계는 김정은 시대 문학이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성이 존재하는 현실의 모순들을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라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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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문제제기

김정은 체제가 집권을 시작한 지 약 만 4년에 달하는 시간이 흘 다. 처음의 

1~2년 동안에는 김정일 시대의 기존 창작들을 답습하며 ‘김정은 끼워 넣기’에 불과

했던 문학의 경향이 유훈통치가 끝나가는 최근 1~2년 사이에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경향들을 통해 김정

은 체제의 문학예술의 성격을 진단해보고, 향후 문학예술과 당의 정책적 노선의 

이상과 방향을 예측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의 문학 연구

를 통해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게 되는 것 역시 거시적 목표로 

두는 바이다.

기본적으로 문학예술을 포함한 모든 북한의 공적인 발화와 담론들은 프로파간

다의 기능을 포함한다. 프로파간다의 기본적인 삼위일체라 할 수 있는 수사법․상징․
신화 등의 기법을 사용하며, 교훈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유토

피아에 대한 환상”을 주입하기 때문이다.1) 이에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프로파간다

의 정체성을 문학과의 관련성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공식적인 ‘김정은의 발화’와 

‘실제 정책’과 ‘문학 형상화’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김정은의 발화가 실제 정책

적 부분의 중요도를 암시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 노선이 결정된다면, 문학의 형상화

는 이 모두를 포함하면서도 과거나 미래로 그 비전이나 상상력을 확장하여 궁극의 

유토피아적인 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식적 언술, 담론들과 실제 정책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 볼 때 김정은 

시대에서 특징적인 것은 토의 문제이다. 김정은 체제는 정권 승계 이후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위성 과학자거리 등에서부터 최근 마전해수욕장에 이르기

까지 건설과 건축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대내외적으

로 강력하게 선전한다. 이는 김정은의 신년사나 각종 로작들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고, 이 언술들에서 토의 건설과 구성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이고 

주체적인 의미의 상징들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학예술에서도 

역시 이상적인 국가의 토화 상징으로서의 ‘조선’ 공간을 형상화 하는 모습들을 

1)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정치와 프로파간다: 대중을 유혹하는 무기, 박순석 역, 한울, 
2009,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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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현실과 문학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토 구축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김정은 시대 문학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토 인식과 사용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제기이다.

제2절 기존 논의 및 연구방향 

북한 문학과 그에 대한 연구는 “넓게 보면 ‘북한 연구’의 하위장르”로서 사상과

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외재적 접근법, 문학 내적 법칙을 연구하는 내재적 접근법, 

이 둘을 상호 보완한 절충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실제 문학

의 분석에 있어 주로 마르크스․레닌 미학의 반  정도나 수령 형상 창조, 주체문학

론과의 관련성을 위주로 연구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다.2)

김정은 시대의 문학 역시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단행

본으로 출판된 몇몇 공동 연구들이 주목을 요한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전반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문학을 관찰하는 김정은 시대의 

문화, 김일성 시대와의 통시적 연관성 하에서 김정은 시대를 관찰하는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 김정은 시대의 문학예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3대 세습과 청년지도자의 발걸음 등이다.

우선 가장 최근에 출판된 김정은 시대의 문화3)는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 전반

의 동향을 다양한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 연구는 서문에서 “계승과 

혁신의 변주”로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을 바라보는 기준을 세운다. “계승 담론이 

후계자 김정은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면, 혁신 담론은 명실

상부한 최고지도자의 독자적 능력을 확인시켜야 하는 현재적 역량을 의미한다”는 

맥락에서이다. 본 연구 역시 이를 분석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장하여 2장에서 

김정은 시대의 문학예술을 설명한다. 특히 이 단행본 중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과학기술과 도시 건설을 문화의 측면과 연결하는 두 연구이다. 강호제의 연구

는4) 과학기술 부문이 최근 20여 년 동안 북한 지도부가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라는 것에 주목하고, 그 통시적 과정 속에서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2) 박태상, “북한문학 연구”, (제2판)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북한연구학회 엮음, 한울, 
2012

3) 북한연구학회 기획, 김정은시대의 문화 – 전환기 북한의 문화현실과 문화기획, 한울아카

데미, 2015
4) 강호제, “김정은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경제 발전전략”, 북한연구학회 기획, 위의 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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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가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착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박희진의 연구는5) 김정은 체제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데, “혁명의 출발지이며 사회주의 이념의 학습 장소” 던 이데올로기적 상

징의 도시가 김정은 체제에 와서 상업적 용도로 변화한다는 것이 그 주요 요지이

다. 이처럼 과학이나 도시가 문화적 측면들과 연결된다는 연구들은, 문학 안에서 

정책적 부분의 형상화를 찾고자 하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편 김정은 시대가 특히 김일성의 1970년대를 호명하며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분야에서 이들 사이의 통시적 계보학을 다룬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6)도 본 연구에 있어서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의 

지점이 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은 김정은 체제가 1970년대를 북한의 전성기

로 보고 그것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주체문예이론의 형성과 주체사실주의의 정립에 대해 분석하는 전

선의 논문 “주체문예이론의 형성과 주체사실주의의 정립”은 현재 김정은 시대의 

정체성 구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공산주의의 이상적 인간형으로서의 수령, 주체

시대의 핵을 전달하는 작품의 종자, 속도에의 강조 등의 기원이 70년대에 내재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통시적인 시점의 북한 문학예술에 대한 연구는 단독적으로 

북한의 정치와 문학: 통제와 자율 사이의 줄타기7)에서 구체화 된 바 있는데, 

김정은 시대의 북한문학의 위치와 이유를 통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해준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3대 세습과 청년지도자의 발걸음8) 은 문학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이

다. 김정은 시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발걸음/발자국 등의 시적 상징이 젊은 지도

자의 새로운 신화 만들기와 기존의 계승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한 이지순

의 연구와, 김정은 시대 정체성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 문학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단편을 통해 분석한 오태호의 연구가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문학 전반을 진단하는 김성수의 연구는 선군에서 민생으

로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수령형상을 분석한다. 이는 김정은의 수령 

형상화와 마식령 담론으로 볼 수 있는 속도와 건설의 상징들이 새로운 지도자와 

정권의 이미지 구축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들의 축적으

5) 박희진, “김정은시대의 도시와 도시 건설”, 북한연구학회 기획, 위의 책, 2015
6) 서보혁 외,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 선인, 2015
7) 전 선, 북한의 정치와 문학: 통제와 자율 사이의 줄다리기, 경진, 2014 
8) 남북문학예술연구회 지음, 3대 세습과 청년지도자의 발걸음, 경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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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9)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정치적이며 사회학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 온 논의들에

도 주목한다.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건축과 건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토 개척

에 주목하기에, 주로 정치적 상징으로서 북한의 토 건설 양상을 조명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참고했다. 그 중 김일성 시대부터 ‘신(新)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국기(國
旗)나 국가(國歌), 구호 등과 마찬가지로 조형물이 상징 구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

었음을 분석한 이승현의 연구10)가 본 연구의 프로파간다적 형상화와 상징화라는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 연구는 평양 남서쪽부터 개선문에 이르

는 조형물 설치가 정치적 상징공간으로서의 도시를 구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이데올로기성 분석은 본 논문이 김정은 시대의 지정학적 토 

구성에 초점을 두는 데에 방향성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최근 들어 도시 자체의 역사와 상징적 의미가 강화되면서 사회주의도시

로서의 북한을 다룬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안에 수록된 공동 연구들의 성과 

역시 참고했다. 자본주의적 맥락의 도시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실천의 구획 안에

서 건설된 북한의 공간들에 대한 도시사적 접근은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김정은 

시대의 토 구축 양상을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 주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기적인 

특성상 다루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최근 1~2년 사이의 문학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 김정은 시대 문학만의 특징적인 지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 그 초점은 토화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발전하여 김정은 시대 문학의 향후 방향을 예측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낼 것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2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의 특징에 대해 계승과 

혁신의 두 측면에서 정리한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언술들이 김정은의 언술로 

바뀌는 흐름과, 이것들이 직접적인 문예정책으로 활용되는 구체적인 양상들을 살

펴본다. 이러한 2장의 분석들을 기반으로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문학 안에

서 나타나는 토화의 양상들에 대해 분석한다. 3장이 로컬적 측면에서 미시적인 

토 건설의 양상들을 보여준다면, 4장은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토 형상화의 

9) 김성수, “‘단숨에’ ‘마식령속도’로 건설한 ‘사회주의문명국’”, ｢상허학보｣ 41, 2014; “김정은 

시대 초의 북한문학 동향”, ｢민족문학사연구｣ 50, 2012  
10) 이승현, “북한의 정치상징”, 상징과 정치, 인간사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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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을 보여줄 것이다.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할 3장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각 

역에서 토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신화화, 도시화, 과학화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장르적으로 보자면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신화화는 시각적인 것의 강조 안에서 

운문과 산문의 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도시화는 산문 위주로, 과학화는 산문

에서 운문 위주로 비중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미시적 형상화들을 종합

하여 건설하는 전체적인 국가 토에 대한 상상력은 4장에서 ‘조선’이라는 기호를 

재맥락화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프로파간다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시 양식에서 

주로 이러한 상상력이 나타난다. 

제2장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의 특징

그간 기존 연구들에 의해 “계승과 혁신”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정리11)되어 왔던 

김정은 체제의 문학예술을 2015년 하반기인 현재의 시점에서 좀 더 구체화 해 

볼 수 있다. 이는 선택적 계승, 창조적 계승, 독창적 혁신의 세 부분으로 그 특징이 

세분화될 수 있다.

우선, 이전 시대를 선택적으로 계승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동시대성의 

강조이다. 김정은의 집권 초기부터 주요 문학 정기간행물인 《문학신문》과 《조

선문학》에서 꾸준히 고무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문학을 창작해야 한다

는 동시대성의 요구이다. 수령, 장군, 동지의 발화를 제시하고 그것에 기대어 문학

예술의 목표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북한 문학예술론 서술의 특징이다. 김정은의 

발화가 충분치 않았던 집권 초기 무렵에 문학예술의 지침이 되었던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술들이다. 동시대성의 강조는 당과 국가가 문학에 요구하는 주요한 

법칙 중 하나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

이다.12)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 주로 김정일의 언술을 통해 제시되던 동시대성의 

강조가, 최근으로 올수록 김정은의 발화를 통해 나타나는데 다음의 통시적 지점들

을 눈여겨 볼만하다.

11) 북한연구학회, 김정은시대의 문화 – 전환기 북한의 문화현실과 문화기획, 한울아카데미, 
2015

12) 총 일곱 개의 역으로 구분된 주체문학론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은 ‘시대와 문예

관’이라는 제목의 챕터이다. 주체의 문예관이 새시대에 적합한 문학예술 창작의 방법이며, 
문학에서 사상성의 핵심이 시대성을 올바로 반 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주체문학론의 동

시대성은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도 우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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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우리 문학은 응당 사상주제적 내용에서 깊이있

고 풍부해야 할뿐 아니라 예술적형상에 있어서도 보다 새롭고 웅심깊고 독창적이여

야 한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구현한 문학은 작가들이 낡은 사상관점과 뒤떨어진 창작기풍, 

창작본새와 단호히 결별하고 작품에서 도식성, 류사성, 일반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력적인 탐구를 기울일 때라야 창조될 수 있다...(중략)...

경직과 도식을 배격하고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작자세를 가지고 김정일애국주의

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밝히기 

위한 탐구과정에서 특색있는 생활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 박춘택, 〈시대정신을 구현한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창조하자〉, 

《조선문학》 2013년 제9호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적문학

예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만년토대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위력한 

동력입니다....(중략)...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지금 문학예술부문 사

업이 당과 혁명의 요구,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며 문학예술 

부문에서 굳어진 틀과 낡은 도식에 매여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들, 천만군민

을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을 창작해내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중략).... 문학예

술부문이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수준과 

실력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여 있습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민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시 다〉, 《문학신문》 2014년 5월 24일

“사람들의 미학적 요구는 시대와 함께 부단히 변화 발전한다. 때문에 우리 인민의 

새로운 미감에 맞는 소설형상을 창조하자면 작품창작에서 형상수법도 언제나 새롭

게 탐구리용해야 한다...(중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창작에서 모방과 도식, 반복과 류사성을 철저히 없애고 끊임없이 새것

을 탐구하고 대담하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 전윤희, 〈붉은 오각별의 형상을 통해 본 탐정, 추리수법의 활용〉, 《조선문학》, 2014년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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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예술이 굳어진 틀과 낡은 도식에 매여 침체상태에 빠져있는것은 창작지도일

군들과 창작가들의 수준과 실력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것과도 관련

된다.”

- 고철훈,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조선문학》 2015년 제3호

위의 예시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2013년 무렵에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실현

하는 일환에서 문학의 동시대성이 강조된다. 작품의 도식성, 유사성, 일반성을 극

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현실을 반 해야 한다는 것은 주체문학론의 주요 지침을 

따르는 것이 된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관용어처럼 반복되는 동시대성의 강조는 

그것이 김정일 문학론의 주요 지점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2014년 중반에 오면 같은 관용어가 김정은의 발화를 통해 나타난다. 

제9차 전국예술인민대회의 연설은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 이 연설문에서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학예술론을 계승하고 있다는 도입부가 끝나자마자 문학의 

동시대성을 강조하며, 원래는 김정일의 언술로 제시되던 시대에 걸맞은 예술, 굳어

진 틀과 낡은 도식을 깨는 예술의 궁극적 목표를 새로운 전성기의 구체적 목표로 

제시한다. 이후 문학예술에서의 동시대성의 강조는 대부분 김정은의 언술을 통해 

제시된다. 현재 문학예술 침체의 문제점 지적과 해결책은 많은 경우 동시대성과 

관련되는데, 그러면서 ‘김정일애국주의’가 슬며시 사라지고 김정은의 발화로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주체문학론의 인용 부분과 양상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참조

점이 된다. 계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기에, 집권의 시작 단계에서 주체문학론
이 차지하는 위상은 김정일 시대보다도 컸으며, 《조선문학》에는 〈주체문학의 대

강〉이라는 연속 기획 하에 참고할 만한 주체문학론의 부분들이 의미 있게 다루

어진다. 인용되는 내용들이 초반에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문학예술의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다가, 점차 근래로 오면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창작의 기법이나 형상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문학이 

보여주는 일상성과 심미적 특성과 맞물리는 지점이고, 최근 들어 점차 김정은 시대

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김정은 체제의 문학예술은 ‘5대교양’의 차원에서 이전의 시대를 창조

적으로 계승한다. 2015년 〈신년사〉에서부터 구체화되고 강조되는 문학예술 창작

의 지침은 ‘5대교양’이다. 북한에 있어서 교양이란,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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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분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상의식과 도덕품성을 비롯한 생활 전반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서 문학예술이란 그 주요한 전달의 매개체

가 된다.13) 문학예술을 통한 교양과 선전은 주체사상의 성립 이전부터 소련의 향

으로부터 중시되어 왔었고, 김일성 체제에서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려는 주

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주체사상 형성과 더불어 그에 기반한 혁명성과 

계급성 교양이 구체화 된다. 한편, 김정일 체제에서의 교양은 사회주의 사상으로부

터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부분적인 유입으

로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화하려는 경향에 대한 조치로 사회통합력을 확보하려는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하는 선군사상 

교양, 새 세대에게 사회주의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계급 및 혁명 전통 교양, 조국을 

사랑하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 정서 교양으로 삼분될 수 

있다.14) 

이처럼 북한 체제 성립 후 꾸준히 강조되던 교양에의 강조는, 최근 2015년에 

들어오면서 김정은 체제만의 강조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는 2015년의 〈신년

사〉에서부터 비롯된다. 의례적인 인사말과 지난해에 대한 회고, 새해의 구호 바로 

이후에 제시되는 것이 위대성교양·김정일애국주의교양·신념교양·반제계급교양·도

덕교양으로 세분화 되는 교양에 대한 강조이다.15) 그리고 〈신년사〉 자체의 직접적 

발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에 대한 해석과 각 분야에서의 실천방향이라고 할 

때, 신년사를 해석하는 이후의 경향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석과 실천의 기초

가 될 수 있는 《로동신문》은 이 같은 교양의 강조를 ‘5대 교양’이라고 명명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

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

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고있는 오늘날 우리 당

은 모든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13)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기술연구소 편, 선전과 교양, 경진, 2013, p.4, 43~44, 61~66
14) 전미 , “북한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사상교양정책”, ｢북한학보｣ 제36집 1호(2011) 
15)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

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

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선군혁명 투사들로 튼튼히 준

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

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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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그것은 우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

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해서이다. [①위대성교양]...(중략)...

그것은 다음으로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3년간 강성국가건설에서 

참으로 자랑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어진 김정일애

국주의교양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②김정일애국주의교양]...(중략)...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날 도덕교양도 더없이 절박한 

과업으로 나선다.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을 사상정신적으로뿐아니라 도덕

적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키우려는 것이 우리당의 의도이다. [③도덕교양]...(중략)...

지금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미제가 유엔무대에서 터무니없는 《인권결의》라는것까지 조작해내고 기어

코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최후발악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도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⑤신념교양, 반

제계급교양]...(중략)...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5대교양에 힘을 넣을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사상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 리강철, 〈5대교양은 올해 사상공세의 중요한 임무〉, 《로동신문》, 2015.1.16.

이 사설은 신년사의 교양에 대한 언급을 정책적 차원으로 정의하고 명명하는 동시

에, 현 김정은 체제의 맥락에서 주요 강조점들인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UN의 인권 결의에 대한 반박 등과 교양들을 연결지어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확장시킨다. 이러한 해석과 실천의 방향에서, ③도덕교양의 측면을 놓고 본다면 김

일성 체제의 교양적 측면과 흡사하고, 외부의 적들을 의식하며 시대적 방향과 정체

성을 설정하는 ②김정일애국주의교양 ④신념교양 ⑤반제계급교양 등에 있어서는 

김정일의 교양과 흡사하다.16) 그러나 이후 다루게 될 문학예술의 창작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①위대성교양이 김정은 체제 교양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5대교양 중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위대성교양의 특징은 혁명성에 있다. 최근 

김정은 체제는 선대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과정에서 혁명성을 현 체제의 모토로 

삼는다. 혁명의 위대함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의 

16) 5대 교양의 창조적 계승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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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선전하는 교양의 가장 첫머리에 혁명의 위대성이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위대성 교양이 문학예술로 연장되면 다음과 같은 지점들에 주목할 수 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하고 빛내여나가는 수령의 문학

예술로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제에는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예술은 정치사상교양적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

서교양적기능에 있어서 그 어떤 사상교양수단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감화력

을 가지고 있다. 인간과 그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주어 대중을 혁명투

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한다는데 문학예술의 특성이 있다. “

- 윤철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제해설〉, 《로동신문》 2015년 5월 18일

“작가들은 또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

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작품들을 활발

히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령도, 풍모, 업적의 위대성을 다양한 형태

와 형식의 작품을 통하여 감동깊에 펼친 문학적형상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나가야 

한다...(중략)...

작가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

며 투쟁하는 선군혁명투사의 시대적 전형을 훌륭히 형상하여야 하며 “

- 리창유, 〈론설-당의 선군령도를 명작폭포로 받드는 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는 

전투적 과업〉, 《조선문학》 2015년 제6호

위의 인용문은 각각 《로동신문》과 《조선문학》에서 5대교양사업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는 글들이다. 공통적이며 특징적인 것은 위대성교양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학예술의 창작의 핵심에 혁명성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5대교양 계승과 혁신의 양상
1. 위대성 교양 혁명성의 재맥락화: 김정은 시대의 혁신적 측면

2. 김정일애국주의 교양
김정일 체제의 계승: 도시화의 양상에서 사회주의선경을 건설
하는 지침이 됨

3. 도덕 교양
김일성 체제의 계승: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정책의 지침
이 됨 

4. 신념 교양 김정일 체제의 계승

5. 반제계급 교양 김정일 체제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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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타나는 ‘혁명성’이란, 일차적으로는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북한 문학예

술의 일상적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것이 백두산절세

위인들의 위대성에 특정화 되고 5대교양으로 구체화 되면서, 혁명성은 역사성으로 

재맥락화 된다. 혁명성의 중심에 백두산의 상징성이 있고, 그 기원에 김일성의 

항일투쟁 전설을 결합시키는 것은 역사와 혁명을 김정은 식으로 다시 쓰겠다는 

의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3.1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시대의 문학예술에서 나타나는 독창적 혁신성으로는 ‘생활

미학’을 강조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독창적인 문학예술은 여전히 

구성 중이기에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김정

은 시대만의 정체성 구축을 위해 의식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는 정체성을 구성함에 있어 선대의 유훈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목표 역시 가지고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절대

적인 지침으로 받들고 있는 문학예술은 2015년에도 연초의 평론과 연단의 많은 

부분을 그 해석과 실천방향 모색에 할애하고 있다. 그 중 독창적 혁신의 측면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 ‘창조와 혁신’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

시키는 데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

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올해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조선작가동

맹 각 도위원회 일군들과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

키기 위한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가는 한편 창작활동에서도 명작

창작으로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내일 불타는 결의안고 기세좋게 내달리고 있다. “

- 〈첫 시작부터 기세좋다 – 조선작가동맹 각 도위원회들에서〉, 《문학신문》, 2015.2.28.

“시대의 요구, 날로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미학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있다면 김정은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작가라고 말할 수 없다. 침체 그자체가 

계속혁신, 계속전진에 제동을 거는 낡은 사상정신인것만큼 더 높이 비약하고 전진하

여 시대의 명작을 꽝꽝 내놓자면 결정적으로 침체를 불살라버려야 한다. …(중략)…

여기서 특히 중요한것은 새 세대 작가들이 전세대를 릉가하겠다는 야심을 가지는것이다. 

새 세대들은 누구보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이다. 

내용과 형식, 지어 표현 하나에서도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미감에 맞지 않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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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 간파할수 있으며 왕성한 정력으로 거침없이 실력경쟁을 벌려 전세대들을 앞서

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도 생겨나게 된다. …(중략)…

최근에 와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하여 당정책적대가서고 시대의 생활정서가 한껏 어린 

명가사들을 내놓을 수 있었다. “

- 〈창작적야심으로 침체를 불사르고 명작창작의 불길을 더 높이…〉, 《문학신문》, 

2015.3.21.

신년사를 해석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문은 신년사 

중 창조와 혁신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창조와 혁신을 전국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

로 “일군들과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의 내용은 각 도의 대표적인 주력 

분야를 제대로 묘사한 작품들의 예이다. 황해북도의 경우에는 알곡생산의 화선식

경제선동과 미곡협동농장의 투쟁열의를 다루는 시와, 사리원 애육원 원아들의 생

활적인 부분을 다루는 소설들을 예로 든다. 평안남도의 경우에는 석탄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다룬 시와, 산림경 소의 모습을 다룬 단편소설을 예로 들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창조와 혁신을 실천하는 공통적인 방법은 생활적인 부분에서 정신력

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문은 이를 좀 더 문학예술적인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시대

의 혁명하는 작가는 계속적인 혁신과 전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전 세대를 능가하겠다는 야심”이다. “내용과 

형식과 지어 표현 하나에서도” 선배 작가들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의 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예로 당정책을 반 한, 시대적 생활정서가 살아 있는 작품들을 든다. 

호평된 작품들인 《철령아래 사과바다》, 《바다 만풍가》, 《세월이야 가보라지》는 모

두 김정은 시대가 주축으로 삼고 있는 각 분야의 도시화와 건축․건설 등의 작업들을 

시적으로 형상화 한 작품들이다. 따라서 그 어느 체제보다도 정책을 고스란히 반

하고 사설과 연단의 강조점들을 그대로 형상화 한 작품들이 빈번히 등장하며, 그것

을 실천하는 중의 생활 미학의 강조가 전 세대를 넘어서는 측면으로 강조되는 

것을, 김정은 시대가 향후 더 구체화 할 독창적 혁신의 지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그러한 생활 미학의 강조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

는 토화의 양상을 세 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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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김정은 시대 문학에 나타난 영토화의 양상들

제1절 영토의 신화화 양상: 혁명적으로 시각화 된 백두

상징과 구호는 프로파간다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고 북한의 권력 유지와 

확산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특히 ‘백두’는 김정은 체제

의 혈통을 정당화하기 위한 상징으로 쓰여 왔다는 것이 기존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2015년에 오면 김정은 시대의 정체성을 나타내

는 하나의 주요한 상징으로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백두혈통”이라는 

기존의 관용어를 반복하거나 백두의 정기나 기상 등으로 일반화 된 언어로 표현

되던 것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구호로 정착되고 있

는 것이다. 

이 구호들은 특히 문학예술을 통해 집중적으로 전달된다. 같은 신년사를 게재하

고 있더라도 중앙일간지 《로동신문》과 《문학신문》의 강조점이 다르다. 《로동신문》

의 헤드라인은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일편단심 받들

어모시렵니다”임에 비하여, 《문학신문》은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따라 빛나게 성취하렵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같은 신년사

를 전달한다. 이는 2015년 신년사를 문학예술의 창작 지침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 《로동신문》과 《문학신문》의 신년사 전달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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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에는 ‘백두’가 단순히 혈통만을 강조하던 것에서 상징적 구호와 문학

예술 창작의 지침이 되기까지의 통시적 과정이 존재한다. 이는 《조선문학》의 2014년

과 2015년의 기사들을 비교해 볼 때 더 명확해진다. 2014년 《조선문학》 제1호에는 

연초에 관례적으로 등장하는 문학 창작의 강령들이 제시되는데, 백두의 정기와 

기상이 강조되며 같은 호에 백두산혈통을 강조하는 시가 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김정은 체제만의 정체성 확보라기보다는 선대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혈통으

로서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에 가깝다. 백두의 의미는 2015년으로 오면서 정체성

을 확실히 하게 된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조선문학》의 기사들로, 이전까지는 

‘백두’의 상징이 혈통의 강조로서만 시에 등장하다가, 2014년 말부터 혁명의 정신

과 관련지어 정론, 논설, 사설 등에 언급되기 시작하고, 2015년 초부터는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구호의 차원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다.17) 2014년과 2015년 사이 

제목 필자 장르 발행년월

위대한 김정은시대 작가의 최대의 사명 박춘택 논설 2014 제1호

우리는 백두산혈통밖에 모른다 류동호 시 2014 제1호

령장은 진격로에 계신다 서봉제 시 2014 제3호

백두산의 메아리 김길성 시 2014 제5호

백두산의 눈보라여 박상민 시초 2014 제5호

백두산 마을의 노래 시묶음 2014 제5호

국방공업의 업적에 바쳐진 서사시적 화폭 안희열 평론 2014 제6호

백두산에 올랐다 김성조 시 2014 제7호

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백두산에 있다 변홍 시 2014 제8호

백두산에 계승자대오가 행군해간다 정혜명 련시 2014 제8호

백두의 하늘길 김성조 시 2014 제9호

끝까지 이어가리 백두의 행군길 시초 2014 제9호

당에 대한 찬가 김정삼 시 2014 제10호

혁명적인 창작창조열풍으로 시대의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
져나오게 하자

고철훈 론설 2014 제10호

백두의 폭풍 최주원 가사 2015 제1호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
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
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구호 2015 제2호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
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구호 2015 제2호

백두의 부름소리 조광원 시 2015 제3호

인류전설문학의 새 경지를 개척한 혁명전설의 혁신적 면모 박춘택 평론 2015 제4호

17) 2015년 《조선문학》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실린 백두 관련 기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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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학》에 수록된 다음의 세 논설들을 비교해보자.

“작가들은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가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그

대로 이어받으신 또 한분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라는 것을 깊이있게 보여주는 

형상창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이 주제의 창작에서 특색있는 새로운 경지

를 개척하여야 한다.”

- 박춘택, 〈위대한 김정은시대 작가의 최대의 사명〉, 《조선문학》 2014년 제1호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

한 조언자라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글폭탄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소설가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총서작품들과 

함께 구성과 양상이 새롭고 특색있는 혁명소설들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

- 고철훈, 〈혁명적인 창작창조열풍으로 시대의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하자〉, 

《조선문학》 2014년 제10호

“작가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령도, 풍모, 업적의 위대성을 다양한 형태

와 형식의 작품을 통하여 감동깊게 펼친 문학적 형상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특히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래치는 혁명전통주제의 명작

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

옹위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락관주의를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내놓

아야 한다.”

- 리창유, 〈당의 선군령도를 명작폭포로 받드는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 《조선문학》 2015년 제6호 

제목 필자 장르 발행년월

백두의 칼바람 시 2015 제5호

나는 백두산을 안고산다 문동식 시묶음 2015 제5호

당의 선군령도를 명작폭포로 받드는 것은 우리 작가들 앞에 
나서는 전투적 과업

리창유 논설 2015 제6호

수령님은 병사들과 함께 원히 황명성 시 2015 제7호

천하제일명산 백두산아 오정로 시 2015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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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발표된 세 편의 논설은 모두 ‘백두’를 어떤 상징의 지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4년 1월에 발표된 박춘택의 논설은 김정일이 주체문학론에서 지적한 

수령 형상 창조를 현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수령 

형상을 창조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의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와 더불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달성하고 있는 지도자적 측면이

다. 이 “계승완성”의 차원을 논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백두 혈통의 상징인 

것이다. 김정일의 언술에 기대고 있는 만큼 여기서의 백두의 상징은 전대의 의미를 

답습하며 ‘김정은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는 단순한 계승이다.

백두의 상징에 전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2014년 후반부터이다. 두 번째 인용

은 10월의 기사 일부인데, 여기서 백두와 혁명이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하고 대부분의 논설이나 평론들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을 

인용하며 주장의 근거를 확보했지만, 2014년 중반 이후부터 보이는 현상은 김정은

의 직접 발화가 가치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제9차 전국예술

인대회에 김정은이 보낸 서한을 근거로 주장의 근거가 마련된다. “혁명적인 창작

창조열풍”과 “당의 선군령도”에 따르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의 방향이 인

용된 김정은 언술의 핵심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혁명성이 백두의 상징과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은 “백두절세위인”의 혁명성을 강조한 창작물들을 많이 창작

하여 귀감이 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혁명적 계보학 수립을 통해 백두를 상징

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마지막 인용문이 발표된 2015년에 오면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구호

가 김정은이 제시한 강령적 과업의 핵심으로 등장하며 이에 기반 하여 새로운 

주체적 문학예술의 방향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에 와서 새롭게 강조되는 혁명의 정체성 역시 파악할 수 있다. 백두의 상징에 혁명

성이 결합하고 그 기원을 항일혁명에 두는 것은, 혈통의 계승뿐만 아니라 내용적 

차원에서도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따라 문학예술의 방향과 

내용 역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2015년의 신년사를 해석하는 《문학신문》의 

사설을 들여다보자.18)

제목 필자 장르 날짜

조선의 과학자들은 말한다 김석천 시 2014.2.16.

광 떨쳐라 백두산 혁명 강군이여 강애련 2014.4.27.

18) 2015년 7월까지 《문학신문》에 실린 백두 관련 기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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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자 장르 날짜

백두산 총대 앞에 전승일 시 2014.4.27.

백두산 혁명강군의 신념의 메아리 리숙 시 2014.4.27.

끝까지 이어가리 백두의 행군길 시초 2014.5.17.

백두산에 계승자대오가 행군해간다 련시 2014.6.7.

세계를 딛고 오르자 백두산의 후손답게 시초 2014.9.27.

백두의 청춘 김 임 2014.10.25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창작에서 결정적 전환을 – 
주체103(2014)년 문학작품창작총화를 위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 진행

2014.12.6.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이어가리 김호균 2014.12.6.

우리의 최고사령관 백두산에 서계신다 박현철 2014.12.30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따라 빛나게 성취하렵니다

신년사 2015.1.3.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명작창작에서 
혁신을

구호 2015.1.3.

백두의 칼바람 문송림 단상 2015.1.3.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사설 2015.1.17

백두삼천리벌에 펼쳐진 락원의 화폭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홍단》을 두고-

리창유 평론 2015.1.24

백두의 행군길 원히 이어가리라 선전화 2015.1.24

우리 가는 길은 백두의 행군길이다 2015.1.24

백두의 붉은 노을 장경태 가사 2015.1.24

백두의 칼바람소리 김해룡 수필 2015.1.24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명작 창작의 포성을 높이 올리자 박춘택 연단 2015.1.24

백두산의 눈보라 아크릴화 2015.2.16

백두산에 칼바람이 분다 김 남 시 2015.2.16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  고향집 사진 2015.2.16

백두의 행군길에 최고사령관기 날린다 김권익 시 2015.2.16

백두의 밤이여 문기창 가사 2015.2.28

불세출의 선군령장의위대한 업적 백두산대국과 더불어 
원하리

구호 2015.4.4.

원히 간직할 백두의 칼바람정신 박천걸 시 2015.4.15

백두산 혁명강군의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자! 구호 2015.4.25.

백두산 혁명강군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보무 
당당히 나아간다

사진 2015.4.25.

백두의 정신을 지닌 사람은 리설경 시 2015.4.25.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박광철 시 2015.5.9.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천만군민의 심장에 
맥박치게 하자!

선전화 2015.5.9.

삶의 령마루 김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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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7일 발행된 《문학신문》 2015년 제2호에서는 신년사의 헤드라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사설이 1면에 등장한다. 이 사설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작가들의 사명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위인상과 혁명의 업적을 창조

하는 것이다.

“작가들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

상과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과 그 강화발전에 깃들어있는 대원수님들의 불멸

의 혁명업적을 형상한 총서작품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와 형태, 형식의 수령형상문

학작품들을 더욱 활발하게, 최상의 수준에서 품위있게 창작하여야 한다....(중략)...

특히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주제의 명작

들을 창작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중략)...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

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작가의 사명감을 

통절히 깨우쳐주는 목소리가 있고 창작적자질과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근본 열쇠가 있다 “ 

- 〈사설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문학신문》 2015년 1월 17일

백두의 혁명정신이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는 정의를 

제목 필자 장르 날짜

가리라 백두산으로
작사:  리지성
작곡:  우정희

악보 /
가사

2015.5.9

백두산 후손들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시대의 명작 –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에 대하여

김학 평론 2015.5.9

백두산으로의 길 류장성 시 2015.5.17.

백두의 이깔나무 너처럼 김례정 시 2015.5.23.

백두산의 노래 강은결 시 2015.5.23.

백두의 칼바람 신병강 서사시 2015.6.6.

백두산이 안겨준 서정의 분출과 형상의 깊이 권선철 평론 2015.6.20.

불굴의 혁명정신 나래치는 백두산으로
4.15 문학창작단 작가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진행

2015.7.8.

백두의 칼바람에 대한 감명깊은 시적 해명 리정혁 단평 20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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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는 것은 항일혁명이라는 기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작가

들의 역할이 결정된다. 그것은 그 주체적 혁명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인물형, 주제, 

형식들을 창작하는 일이다. 여기서 문학의 강령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각화와 전설화로 이어지게 된다.

우선, 백두의 혁명정신은 이야기 차원이나 텍스트 내 심상의 시각성 뿐만이 아니

라 실제 그것을 이미지화 한 그림이나 사진과 더불어 의미망을 이루게 된다. 《조선

문학》의 경우처럼 한 달에 한 번 출판되는 46배배판 정기간행물과는 달리 《문학신

문》이나 《로동신문》 등 대판형 신문의 경우 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자료가 필수적으

로 첨부된다. 그래서 시나 구호 등 압축적인 텍스트는 시각자료들과 더불어 그 

상징적 의미의 전달이 부각되는 특징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문학신문 2015년 제3호 2면 하단부이다. 하단부의 좌측은 군사들

이 눈보라를 뚫고 행군하는 모습을 그린 선전화 〈백두의 행군길 원히 이어가리

라〉가 가장 시야의 중심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바로 아래에 연달아 〈우리 가는 

길은 백두의 행군길이다〉라는 시와 〈백두의 붉은 노을〉이라는 가사가 이 선전화의 

의미를 설명하듯 제시되며, 선전화의 우측으로는 수필 〈백두의 칼바람소리〉가 배

치되어 마찬가지로 선전화와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제3호 2면의 하단부는 

굳이 섹션이나 카테고리의 소제목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문학 작품들이 이 선전화

를 부연 설명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지면 전체가 통일된 맥락을 구성하는 듯 

보인다. 

선전화를 설명하는 듯도 하면서 선전화가 삽화처럼 보이는 듯도 한 주광일의 

창작시 〈우리 가는 길은 백두의 행군길이다〉는 김정은의 2015년 신년사에 그대로 

리듬과 운율을 붙여 운문화 해 놓은 구성이다. 도입부와 종결부를 중심으로 시 

전반에 걸쳐 강조되는 주제가 “10월의 대축전장” 즉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을 

위한 진보와 진취의 의지를 고취하는 것이고, 그 세부를 구성하는 각 연들의 내용

은 2015년 신년사의 강조점과 이를 문학예술적으로 해석한 사설과 연단들의 주요 

강조점을 따르고 있다. “백두의 행군길”은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그 신념”을 

이어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5연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을 통한 인민의 

락원화, 황금해·황금벌·황금산으로 이상화되는 어업·농업·산림업을 통한 국토의 풍

요화, 당과 군이 결합하여 구축하는 선군 조선을 통한 혁명화이다. 그리고 가장 

하단의 가사 〈백두의 붉은 노을〉은 노을의 붉음과 혁명의 붉은기와 그 붉은기가 

상징하는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상징인 태양의 붉음이 결합하여 시의 이미지에서 

강렬함을 드러내고 있다. 



398 신진연구논문집

이러한 리듬과 운율에 의해 구성된 시각적 백두의 상징은 우측에서는 경험적이

고 구체적인 산문의 언어로 설명되어 있다. 〈백두의 칼바람소리〉라는 수필에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문기에서 여공들의 열의를 통해 “백두의 칼바람소리”를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손이 부어 박수를 

치지 못 할 정도로 직포공 일을 하던 처녀의 전투적 자세에서 필자는 백두의 칼바

람소리가 “단순한 자연의 바람소리가 아니”라 “로동계급의 심장속에서 나래치는 

장쾌한 폭풍의 뢰성” “위대한 전변과 승리”를 추구하며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 구체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단순한 자연의 바람소리가 

아니라 사상성을 강조하는 맥락에 놓여지는 것은, 백두와 혁명을 재맥락화 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여준다. 이는 4면까지 이어져 연단에서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명작 창작의 포성을 높이 울리자〉라는 보다 논리적이고 

문학적인 목표로 해설된다. 5대 교양과 “백두의 칼바람 정신”의 구호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이것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어야 하

는지가 제시되는 것이다.

- 《문학신문》 2015년 1월 24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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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신문》 2015년 1월 24일 4면

이처럼 시각적 자료들과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학적 텍스트가 만나는 

것은 외국어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현대

적 신화를 극단적으로 구축하는 양상을 보인다. 문으로 발행되는 월간지 《Korea 

Today》의 경우나 주간지 《The Pyongyang Times》의 경우 문화어로 간행되는 주요 

정기간행물의 주요 논조를 거의 번역하며, 여기에 홍보적 효과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정체성 조성을 위해 신비로운 느낌을 부가한다. 북한 내 유통을 주로 목적

으로 한 정기간행물들에 비해 어나 러시아어, 중국어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들은 

주로 총천연색으로 발행되며 종이의 질이나 사진의 해상도, 이미지 구축에 있어서 

더 신화적인 모습들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은 “the revolutionary 

spirit of Paektu”로, ‘백두의 칼바람소리’는 “the spirit of the blizzards of Paektu”로 

번역되어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제시된다. 이러한 기사들에는 

북한의 자국민들에게 향하는 혁명정신에의 고취는 등장하지 않지만, 백두의 혁명

성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기 위해 현대적 신화가 제시된다. 

월간지 《Korea Today》는 2015년 3월호부터 매달 연속적으로 백두산의 신비한 

사진과 더불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원시적이

고 문명 이전의 자연에서 민족의 정체성의 기원을 찾는 원시적 열정들(prim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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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s)19)을 구상하는 과정과 닮았다. 그리고 2015년 8월호에는 백두의 혁명성에 

대한 전설이 제시된다. ‘Legends Go down in History with Mt. Paektu’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역시 그동안 게재되었던 연장선상에서 백두산의 웅장한 사진이 제시된 

후 김일성의 항일투쟁 전설이 게재된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혁명전설총서인 백두산기인설20)에 실린 신화를 번역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백두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만의 현대적 신화를 새롭게 재맥락화 하고 

있는 것이다.

- “‘The Blizzard in Mt. Paektu”, 《Korea Today》 No.3

19) 레이 초우, 원시적 열정, 정재서 역, 이산, 2004
20) 김우경, 백두산기인설, 문학예술출판사, 2012, pp.38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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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ends Go down in History with Mt. Paektu”, 《Korea Today》 No.3

제2절 영토의 도시화 양상: 록색건축으로 개발된 평양

김정은 시대는 여러 건축물들과 건설사업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새 정권의 정체

성을 과시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주축으로 문학 안에서도 

이를 속도화 하여 마식령 속도로 담론화 하는 양상들이 발견되고, 이와 더불어 

‘단숨에’나 ‘발걸음’의 이미지를 구호화 하여 새 시대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양상들

이 발견되는 것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21) 그러나 토화 양상 안에

서 정체성의 모호함이 나타난다는 것도 지적된다. 문학 안에서 때로 건축과 건설에 

대한 진보의 의지가 보여지는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개발에 대한 반성적 성향이나 

국토의 자연보호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는 것은 방향성이 확실하지 못 한 체제의 

불분명한 정체성 때문이라는 것이다.22) 그러나 이제 김정은 체제는 유훈통치로부

21) 김성수, “‘단숨에’ ‘마식령속도’로 건설한 ‘사회주의 문명국’- 김정은 체제의 북한문학 담론 

비판”, ｢상허학보｣ 41집(2014);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편, 3대 세습과 청년지도자의 발걸음- 
김정은 시대의 북한 문학예술, 경진, 2014

22) 김성수는 단편소설 ｢푸른 강산｣에서 개발우위론에 려 좌천된 종묘학자가 등장하는 것을 

지적한다. 반 생태적 개발 담론을 구호로 내세우는 김정은 시대이지만 때로는 환경보호적 

맥락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을, 아직 정체성이 불분명한 김정은 체제의 일면으로 파악한다

(김성수, 위의 책, pp. 566~568). 그러나 이 과거의 모호하고 모순적이었던 지점들이 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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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벗어나 점차 독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기존 연구에서 모순적으로 지적

되었던 토 개발의 양극단적인 양상들의 공존 역시 해명될 수 있다. 토 발전에

의 진보적 의지와 국토 보호의 동시적 발현 양상은 ‘도시화’ 개념 안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맥락에서 도시화는 스펙타클을 강조한다. 기 드보르의 대표적인 연

구는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압도적 웅장함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주체성이나 

개별성을 소외되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23) 그러나 사회주의적 맥락에서의 도

시는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사회주의적 맥락에서 북한의 도시사(史)와 도시화 

양상을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는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근거로 북한의 도시를 

수행적 도시(performative urban)로서 물질성(materiality)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수행적 도시란, “도시가 ‘어떤 것이 된 것(is)’이 아니라 ‘행하는(do) 것’, 일련의 

행위들이며, 명사가 아니라 동사, ‘존재(being)’가 아니라 ‘행하기(doing)’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주의 도시는 도시라는 존재의 상식적 요소 및 외양을 생산하기 위해 

반복되는 행위들이며, 다양한 힘들의 관계가 만들어낸 강제적인 틀, 일종의 사회-

기술적 연결망 또는 장치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실재”이기 떄문이다. 또한 사회주

의도시로서의 북한 도시는 “국가의 성취를 디스플레이하는 하나의 장소, 사회-기

술적 네트워크가 물질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 공간을 조직화하

는 데는 군대와 같은 정확한 건설동원 절차와 매뉴얼, 혁명 전통과 승리, 건설과 

같은 국가 성취의 기호화, 통치를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도시계획 설계도면, 지도제

작법, 수력학의 엔지니어링, 이국적인 식물학, 회계와 재정 등이 동원”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북한 도시는 “제의적인 국가 및 도시 디스플레이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동원, 배열, 조립”되는 물질성의 재배치이다.24)

이러한 맥락에 더하여 최근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되는 도시화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은 도시가 자연과 인공, 물질과 감정을 모두 포용하며 인민의 요구성이

나 편의성을 우선시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표면적 주장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설정된 주체사회주의 맥락에서 ‘도시화’는 상당히 

독창적인 토 기획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철학연구》

통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재, 도시화의 맥락에서 통합되어 김정은 시대만의 특성으로 가

시화 된다. 
23)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역, 울력, 2014
24) 홍민, “역사적 다양체로서 사회주의 도시의 이해”,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동국대학교 북

한학 연구소 편, 한울 2013,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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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기사를 살펴보자. 도시환경미와 도시미 창조에 대해 설명하는 이 기사들은 

모순적일 정도로 다방면으로 펼쳐지는 토 개발의 원칙을 설명해준다.

도시환경미는 한마디로 자연사물현상의 미와 인공적으로 창조된 대상의 미의 결

합이다. 자연사물현상의 미에는 산과 강, 호수, 꽃과 나무의 미가 있으며 인공적으로 

창조된 대상의 미에는 건축, 조각, 도로, 다리, 원림배치 등의 미가 있다.

자연사물현상의 미와 인공적으로 창조된 대상의 미를 도시의 발전수준과 문명정

도에 대한 평가측면에 따라 자연경관, 문화경관, 도시건축예술, 원림예술, 환경분위

기와 사회봉사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원래 경관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지구환경과학

에서 자연지리적요인들의 결합의 특성이 류사하여 같은 구조를 가지는 자연종합체

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제기되였으나 문명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과학분

야들사이의 련관성이 보다 밀접해짐에 따라 자연적인 환경에 대하여서는 물론 사람

들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마련된 환경에 대하여서도 쓰이고있다.

…(중략)…

최근에 혁명의 수도 평양을 선군문화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

지는 속에 주요도로중심부와 분리선, 도로의 량옆 그리고 여러 건축물들과 살림집주

변의 원림화가 새 세기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보다 훌륭히 실현

됨으로써 도시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인민들에게 혁명적랑만을 안겨주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긍지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밖에 환경의 분위기가 가지는 미와 사회봉사의 친절성, 편리성이 나타내는 미 

등도 도시환경미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된다.

- 김명철, 〈도시환경미의 구성요소〉, 《철학연구》, 2014년 제1호 (밑줄 강조 – 인용자)

도시미창조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물질적리익과 감상적리익을 다같이 보

장하는원칙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중략)…

도시미창조는 생활기풍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며 물질생활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연적요소들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사업을 통하여 진행된다. …(중략)…

우리는 도시미창조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미창조활동을 진행해나감으로써 

모든 도시를 자기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는 인민의 도시,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려나가야 한다.

- 류충성, 〈도시미창조의 특성〉, 《철학연구》, 2015년 제1호 (밑줄 강조 – 인용자)

첫 번째 인용문은 김정은의 로작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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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번 기를 열어나가자》(2013.12.8.)가 공표화 된 직후 이 향 하에서 발표된 

많은 기사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도시환경의 범위가 특이한데, 

도시 공간 안에서 자연과 인공이 동등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맥락의 도시가 반자연과 인공적인 맥락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이 글에서 

나타나는 도시환경미는 자연에서 시작한다. 도시의 기원을 자연 경관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원래 경관이라는 말”이 “자연종합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제기”되

었지만, 문명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마련된 

환경에 대하여서도 쓰”이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도시화 사업 역시 원래는 자연경관․원림예술․환경분위기가 주축이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동시대의 요구에 따라 문화경관․도시건축예술․사회봉사까지도 포함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여전히 북한의 문학예술에 과수원, 양어장, 원림화, 

수림화 조성이 빈번하게 출현하며 강조되는 것은 동시대에 비해 산업의 형태와 

구조가 낙후된 북한의 현실에서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처럼 사상적인 

측면에서 도시환경의 기원과 구성에 자연이 놓여있다는 것에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두 번째 인용문인 2015년 초에 발표된 ‘도시미’에 관한 기사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문명적인 물질의 측면과 본래적인 자연의 감상적인 측면이 조화

를 이룰 때 김일성 시대부터 내려온 “인민의 도시”와 김정일 시대부터 내려온 

“사회주의선경”이 달성된다는 구체성이다. 이러한 도시화와 도시미를 토 안에

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체제는 김정은의 직접 언술들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과 노선들을 설정해왔다. 그리고 호소문과 로작의 발화들과 실제적인 측면이 문학

을 통해 형상화 되면서 그 정체성의 궁극적인 지향과 심층이 드러나게 된다. 이 

둘 사이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 내 토의 도시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정은 시대 정체성의 한 측면을 특징짓는, 마식령 스키장의 건설과 속도 담론을 

나타낸 김정은의 직접 발화는 2013년 6월 4일의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통해서일 것이다. 

이 호소문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으로 마식령 스키장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고, “선군혁

명의 새 시대에 건설의 대전성기를 열어나가는” 21세기의 상징적 건설 대상으로 

마식령 스키장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애로와 난관” 역시 존재하는

데, 그것은 공사과제가 방대하여 “남들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수 없는 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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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규모와 시간의 측면에서이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세계적인 스키장을 건설”

할 수 있는 것이 “과감한 공격정신”이 내포된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이다. 

이후 마식령속도를 시작으로 평양속도와 조선속도로 나아가는 개발의 속도 담론

들과, 스키장을 시작으로 롤러스케이트장, 물놀이장, 서핑지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

는 토의 도시적, 문화적 개발은 김정은 시대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토를 

인식하고 있음을, 새로운 의미에서 토가 재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토의 기본적인 방향과 의식의 재설정은 김정은 시대에 회자되는 김일

성, 김정일 시대의 토 인식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다. 여전히 다양한 

방면에서 회자되는 이전 세대의 문학과 수령 형상들은 소환되는 맥락을 통해 

과거의 위치를 구성하는 동시에 현재와 구별의 지점이 되면서 현 체제의 정체성

을 규정하게 한다. 특히 토 개발을 주제로 하는 소설들에서 수령이 직접 현지지

도를 하는 장면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수령형상 구축과 함께 현시대의 

독자적 과제를 알게 한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적절한 세 개의 텍스트가 김일성의 

시대를 다룬 리봉재 작 〈복 받은 땅〉(《문학신문》 2014.6.28. 2면), 김정일의 시대를 

다룬 황동선 작 〈대지의 풍경〉(《조선문학》 2013 제2호), 김정은의 시대를 다룬 

백보흠 작 〈푸른 강산〉(《문학신문》 2014.3.8. 2~3면)이다. 이 세 작품들은 주제와 

구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특히 뒤의 두 작품의 경우 이전 시대를 어떻게 계승․발
전할 것인지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룬다는 데에서 적절한 비교․대조의 대상이 

된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세부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일상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주체사상 내에서 창작되는 소설의 목표이다. 그래서 토 개척의 방법론으로 

세 소설은 기계화․과학화․현대화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주면서, 시대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달리하는 통시적 전변 양상을 보여준다.

(김일성의 말) “저곳으로 문화주택들을 옮겨줍시다. 야산우에 층층이 집을 지어주

고 부엌마다 수도를 놓아줍시다. …(중략)… 내가 대형뻐스와 자전거들을 보내주도

록 할테니 농장원들이 그 포전길로 버스와 자전거들을 타고 출퇴근하도록 하시오. 

힘든 농사일을 기계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들에 더 많은 기계들을 보내주어 

농민들을 힘든 손로동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합니다.”

- 〈복받은 땅〉 중

(김정일의 말) “이제는 저런 뙈기논들을 다 없애자고 합니다. 기계가 왕왕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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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농사일을 할수 있게 넓은 포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중략)… 뙈기논은 말 

그대로 낡은 사회의 유물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더는 이런 뙈기논에 얽매여 농사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토지를 다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대지의 풍경〉 중

“장군님께서 친히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연구소, 국가과학원 산림과학분원 토

양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교육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파견해주시여 

2년 사이에 중앙양묘장을 현대화, 과학화, 집약화된 세계적인 나무모생산기지로 

전변시키게 되었다고 긍지높이 해설하였다.  …(중략)… 

(김정은의 말) 나무 한 대를 베면 열대, 백대를 심고 집 한 채를 지어도 국토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게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국토관리정책입니다.”  

- 〈푸른 강산〉 중

최첨단의 기술들을 십분 활용하여 각 시대가 주력하는 토 개척의 사명은 김일

성 시대의 경우에는 문화주택 건설을 통한 인민 위주의 토지 구성, 김정일 시대의 

경우에는 기계화포전을 통한 토지 정리 사업, 김정은 시대의 경우에는 원림화와 

수림화를 통한 국토 관리 정책이다. 김일성의 시기는 문화주택 건설의 상징으로 

토가 사회주의화 되는 개척기를 상징한다. 김정일의 시기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회주의 토의 위기의 원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과거의 잔재에 있다고 보고 

토지정리를 통해 그것의 청산을 이룩하는 사회주의 토의 시련과 도약기를 의미

한다. 김정은의 시기는 이미 달성된 사회주의적 토를 국토 관리 정책을 통해 

보존하며 미화하는 확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세워지는 

3대 수령의 정체성은 분명해진다. 김일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시초의 역할이며, 

김정일은 고난을 극복한 난세의 웅이며, 김정은은 그것을 풍요롭게 하는 현대적 

리더의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김정은 시대의 토 형상화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면은 

극복해야 할 민족적․집단적 수난이나 트라우마가 없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복받은 

땅〉에서 토를 사회주의화 해야만 했던 이유는 “태상벌 수난의 력사”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재난만을 주었던 강이 김일성의 노동당 시대에 그 광포함을 잠재운

다25). 김정일 시대에 여전히 토지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낡은 사회의 유물”

25) “로인의 주름살 깊은 얼굴에 태상벌수난의 력사가 새겨진 듯 싶었다. …(중략)… 그 못된 

놈의 서흥강이 인제야 수령님의 손길아래 량순해졌습니다. 수천년을 제멋대로 날뛰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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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안티테제로서의 부르주아의 폭력성에 대한 집단적 

공통의 울분이라고 할지라도 새 시대를 위해 과감히 그 감정적인 측면은 극복되어

야 한다.26) 그러나 김정은의 시대에는 그러한 집단적․민족적 비극성이 사라졌다.

“동무들, 국토환경보호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맑

은 공기로 가득 채우고 우리 나라의 산들을 나무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후대들에게 넘겨줍시다. …(중략)…

그렇다, 환경보호사업은 당면한 경제적목적만이 아니라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

가야 할 필수적인 사업이며 한 세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진행하

여야 할 사업이다.

우리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국토와 자연의 모든 면모를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락원으로 전변시키리라.”

- 〈푸른 강산〉 중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국토환경보호사업의 목적은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과거

의 유훈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미래에 이어가기 위한 중간자적 역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김정은은 김정일과의 차이점을 보인다. 김정일은 

김일성을 계승함에 있어 집단적 비극까지 수용했다. 김일성 시기에 해당하는 조국

해방전쟁의 상처와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사회주의화 이전의 토에 부여된 암흑

의 이미지까지 이어받는다.27) 이는 선대가 민족의 한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 했으

난만을 가져다주던 서흥강이 이제는 이렇게 옛말을 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중략)…
 로동당시대에 태상벌에서 수난이라는 말을  어던지게 합시다.”

- 〈복받은 땅〉 중
26) “선반돌이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전쟁때 우리 고향사람들이 모내기를 하다가 놈들의 포

사격에 모춤을 쥔채로 숨을 거둔 곳입니다. 송죽리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하고있습니다. …
(중략)… 하지만 그것은 지역적사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도저히 

정당화할수 없는것이 다. …(중략)… 우리 나라의 그 어디나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정리를 이렇게밖에 해놓을수 없은것이 무엇때문인지 심심히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 〈대지의 풍경〉 중

27) “그이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번쩍이 다. 기대했던 그대로의 벌을 보시니 가슴속에 쌓

던 천만시름이 일시에 다 가셔지는 것 같으시 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벌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것인가. 한평생 인민들을 잘 먹이

시려고 마음쓰시며 벌에서 사신 수령님께서 이 외진 산골에까지 넓은 벌이 펼쳐진걸 보시

면 제일로 기뻐하셨을 것이다.”
- 〈대지의 풍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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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당대의 임무와 정체성은 그것의 완성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선대의 어떤 미완의 작업도 남아 있지 않다.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전 시대를 긍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흠잡을 데 없는 현실이 주어져있으므로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

가를 건설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긍정과 당위의 뜻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정은 시대는 선대를 넘어서는 창조와 혁신을 방법

론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 시대가 계승하는 선대의 토란 자연 혹은 국토 그 자체이다. 

국토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계 일류급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21세기적 리더의 역할

이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마식령 속도에 대한 호소문에서 스키장 건설에 있어 

“생태환경을 원상그대로 보존하며 수종이 좋은 나무와 지대적특성에 맞는 잔디품

종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야”하는 자연적 과제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 속도》”의 인공적 과제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의 자연적 

도시화 과제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김정일 시대의 ‘사회주의선경’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형상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후자의 인공적 도시화 과제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록색건축’의 독창적 혁신의 형상화들이 나타나게 된다.

우선, 사회주의선경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 과수원화와 원림화․수림화 등을 통해 

선대의 이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2015년 광명성절을 즈음해서 《문학신문》에

는 2004년의 단편 〈선경〉이 재수록 된다.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이 단편소설은 

사회주의선경의 건설 과정과 달성을 묘사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수해를 당한 

시골 마을이 김정일의 도움으로 재기하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소설의 주요 내용이

다. 수해 복구가 끝난 후 다시 김정일이 찾아왔을 때 사회주의선경으로 변한 마을

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단풍이 타는 령길을 넘어서자 젖빛안개가 서서히 걷

히는 골안에 새로 건설한 마을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과일나무가 뒤덮인 라장산기슭에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줄을 지어 일떠섰는데 개

울을 따라 자리잡은 널직널직한 양어장에서는 뚝마다 실버들이 가지를 드리우고 

가을바람에 흐느적이고있었다. 마을 한복판에는 탁아소와 유치원까지 번듯하게 일

떠세워놓았으니 그야말로 볼만 하였다.

마을어귀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는 수원들에게 만족한 어조로 말씀

하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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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시오. 마을을 얼마나 잘 꾸려놓았소. 여기가 바로 인민의 무릉도원이고 

사회주의선경입니다. 저기 보시오. 발전소까지 건설해놓지 않았소. 마을사람들이 

이젠 도시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소.》”

- 변원녀, 〈선경〉, 《문학신문》, 2015.2.7. 중

“인민의 무릉도원이고 사회주의선경”으로 변한 마을은 문화주택, 탁아소, 유치원, 

발전소 등의 인공적 건축들이 자연의 경관들 안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묘사된다. 

이는 김정일의 원림화, 수림화, 과수원화를 강조한 현지지도에 의한 결과이다. 김

정은 시대가 계승․발전시키는 사회주의선경의 모습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사회

주의선경을 주제화 한 문학작품들에서 김정일애국주의가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

이다.

김정일 시대의 계승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선경의 대표적 이미지는 ‘사

과 바다’이다. 김정일 시대의 유산인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이 집약 발전되면서 2014

년 말부터 이를 형상화 한 일련의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사 〈철령아래 사과바다〉이다. 이를 해설해 놓은 평론 권선철 작 〈사과바다에서 

끝없이 파도쳐오는 서정의 격랑〉(《조선문학》 2015년 제1호)은 과수원화로 구체화 

된 사회주의선경 안에 애국주의와 이상주의가 결합하는 양상을 잘 드러낸다. 해설

은 시대정신과 인민정서의 대조가 하나의 형상 안으로 효과적으로 수렴되고 있다

는 것에서 이 가사의 가치를 찾고 있다. 철령은 전선지대 선군 승리의 상징인데, 

이것을 사과 농장의 서정성과 결합하여 선군의 경치 즉 사회주의선경으로 만들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수원화를 통한 사회주의선경의 달성은 모두 김정일

애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사과 바다의 이미지를 가진 일련의 창작들

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사과 바다의 이미지를 서사화 한 수필 리 환 작 〈과원은 

설레인다〉(《조선문학》 2014년 제9호)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사회주의 이상촌

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위의 단편 〈선경〉의 이상촌 묘사와 흡사하다.28) 

특히 시의 경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선군풍경의 유훈을 충실히 따르는 작품들

도 있는 한편에29),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김정은 시대의 특징적 건축물들과 

28) “여기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다. 빨간 사과들이 알알이 주 진 키낮은 사과나무들이 가로

세로 줄을 맞춰 눈뿌리 아득히 뻗어나갔고 산기슭마다에는 현대식살림집들이 아담하게 자

리잡고있으니 이곳이야말로 문자그대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사회주의리상촌, 인민의 무릉도

원이 아니겠는가.”
- 〈과원은 설레인다〉, 《조선문학》, 2014년 제9호

29) 《문학신문》 2015년 4월 15일자에 실린 〈아, 사과바다 행복의 바다여〉 같은 작품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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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사회주의선경의 이미지를 확장해나가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는 것이다. 

《문학신문》 2014년 9월 20일자 신문 1면에 “해빛넘친 철령아래 사과바다여”라는 

구호 아래 수록된 총 다섯 편의 시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마식령, 육아원, 애육

원 등 김정은 시대 대표적인 인공적 도시화와 사과바다의 자연적 도시화가 결합

하는 〈전망대에 올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30) 시는 문명의 봉우리 마식령, 새로 

건설한 마을과 거리들, 육아원과 애육원 같은 최신 건축물들을 시선의 이동을 

통해 전달한다. 그러나 시의 시작은 시각적으로 물결치는 과일의 파도 고, 시의 

끝은 선군 경치의 상징인 사과나무의 후각적 향기임으로 해서 그 모든 인공적 

개척개발의 양상을 파도와 향기가 끌어안고 있는 셈이 된다. 즉 자연적 도시화와 

인공적 도시화, 김정일애국주의와 김정은의 창조적 계승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과수원화에 집중되던 자연적 도시화는 최근 산림

화와 원림화로 그 무게를 이동한다. 독창적 혁신의 측면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특히 식수절을 앞두고 2015년 2월 26일 발표된 김정은의 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사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는 김일성 

시대가 만들어 놓은 푸른 숲에 대한 구상이,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 이후로 위기를 

맞이했음을 근거로, 이를 극복하여 김정은 시대만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려는 노력

을 보여준다.31) 김정은의 언술에서 산림화는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산림화가 대중운동으로 확장되어 천리

이다.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시 / 려는 / 원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받들려 / 더 

아름답고 더 황홀하게 꽃피고 열 / 매맺는 / 인민의 무릉도원”과 같은 구절에서 유훈을 충

실히 계승하는 선군 경치의 형상화를 확인할 수 있다.
30) “온 나라에 물결쳐가는 과일파도 / 문명의 봉우리로 높이 솟은 마식령을 / 감돌아 / 이 땅

의 거리와 마을들 / 육아원과 애육원의 밝은 창가에로 흘러 / 드는 과일향기를 / 시흥에 

겨워 안아보시던 / …(중략)… /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 / 인민의 리상향” (김만 , 〈전망대

에 올라〉)
31)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산림이 줄어드는 것이 가슴아프시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

화할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 습니다. 선군령도의 길에서 나무가 없는 산들을 보시며 이것도 고난의 행

군후과라고 하시면서 벌거숭이산들에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많이 심어 화를 복으로 전환

시키고 푸른 숲이 설레이는 아름다운 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

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벌거숭이산, 흙산을 넘겨주

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

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 김정은 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2015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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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동에 버금가는 ‘사회주의애국림운동’과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으로 이어

지기를 고취하는 것으로 그 궁극적 목적까지 주어진다.

이러한 정책을 문학예술은, ‘선택적 계승’의 측면인 동시대적 시대정신의 창조

와, ‘창조적 계승’의 지점인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단편소설 〈푸른 강산〉에도 이러한 산림화와 원림화를 통한 이상적 

도시화가 예비되어 있었지만, 이 로작 발표를 전후로 하여 단편소설들에서 산림화

의 구체적 양상이 빈번히 드러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조선문학》 2015년 

제9호에는 1.4분기 《조선문학》에 실렸던 단편소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이 등장

한다(김학 작, 〈시대정신에 대한 민감성과 형상의 세계〉, 《조선문학》 2015년 제9호). 

소설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5대교양’ 실천의 정도와 주제의 측면에서 

‘시대정신’에 대한 민감성의 정도이다. 특히 1.4 분기의 11편의 단편소설 작품들 

중 산림화를 직간접적으로 형상화 한 작품이 《돌배향기》, 《뿌리깊은 나무》, 《보습

산》, 《민아카시아》 등 절반에 가까운 빈도수를 보인다는 데에서 산림화의 주제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들 중 《돌배향기》와 《뿌리깊은 나무》는 앞서 살핀 식수절 기념사에 나타난 

주요 골자를 그대로 작품화 하고 있다. 《돌배향기》(김성희 작, 《조선문학》 2015년 

제1호)는 김정은 시대의 산림화가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

어져야 하며 이것이 큰 맥락에서 인공적인 도시화 안으로 수렴된다는 주제를 형상

화 한다. 작품 속 인물 최명룡의 회상 안에서 주요하게 초점화 되고 있는 것은 

20여년전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푸른 숲을 가꾸고 지킨, 현재는 그의 

장인인 산림감독원 리도  아바이다. 20여년전에 산림화는 선견지명을 가진자에

게만 보이는 애국주의의 실천이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에게 먼 곳에서 나무의 

종자들을 가져와 식수를 하는 일이나, 꿩의 알 몇 개를 지키는 일들은 모두 지나치

게 거창하거나 무모한 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미래적인 안목에서 이는 애국주의

의 진정한 실천으로 재해석된다.32)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의식적으로 그 

32) “난…이깔나무의 생태적특성을 고려해서 몇해전부터 이렇게 해보았네. 높은 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이깔을 나무모때부터 산꼭대기에서 자래워보니 식수때 사름률을 100프로로 보장할

수 있더라니까. 더욱이 중요한건 모살이를 거ㅊ지 않는다는거네. 산상에다 첫 뿌릴 박았대

선지 식수한 날부터 냅다 크더군. 이자 올라오면서 왼켠을 봤겠지? 심기는 작년에 심었는

데 5년생과 맞먹거던.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야. 나무모때 뿌리에 생기던 벌레피해도 

전혀 없고…》
 …(중략)…그렇다! 아바이는 바로 이런 세심성으로 이 산림을 가꿔왔다. 이런 아바이이니 

꿩알을 새끼꿩으로 보는게고 더불어 우리가 하는 일이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것이다. 아바

이가 가꾼 이 산림은 결코 10년이라는 세월만으로 푸르러진 것이 아니 다. 최명룡은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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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분명한 인공적 낙원의 건설로 설정하고 있다는 데에서33), 소설의 궁극적인 

주제는 결국 김정은 시대 인공적 도시화를 형상화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산림화의 대표적 형상화 소설 《뿌리깊은 나무》 역시 식수와 그 보호가 

주요 인물들에게는 지상 최대의 애국주의의 명령인 것처럼 주어진다. 특히 이 소설

이 특이한 것은 김정은 시대가 강조하는 개발 분야 중 하나인 탄광 자원의 발굴과 

산림화가 서사 안에서 충돌한다는 것이다. 산림감독원인 여주인공과 혁신갱 소대

장인 남주인공의 애정전선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산림보호와 조성

에 대한 시각 차이이며, 산림화가 거시적인 시각에서 광업에까지 긍정적 향을 

미친다는 이해가 애정의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낸다.34) 따라서 서사의 갈등 해결과 

남녀의 관계 회복 양자가 임업이 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산업에 있어서 산림화의 우선적인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보호와 개발이 인공적 측면에서 진행되면, 김정은 시대만의 

독창적 혁신인 ‘록색건축’이라는 인공적 도시화가 구상된다. 록색건축은 트라우마

가 없는 세대만이 상처 없이 건설할 수 있는 복지와 낙원의 상징이다. 건설부문일

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2013년 12월 8일의 서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 기를 열어나가자》는, 김정은 시대 건축과 건설 

사업의 한 중요한 지점이다. 속도 담론을 시작으로 설계․시공․건재의 측면에서 발전

의 방향을 역설하는 이 서한이 중요한 것은, 주체건축사상의 단순한 유훈통치로부

터 창조적인 전환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록색건축이란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게 건설대상들을 생태환경을 좋게 하고 주변환경과 친숙하게 하는 원칙에서 

설계”하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최첨단수준”의 방식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의 

기 아바이가 거인처럼 느껴지고 어려워졌다. 천성적으로 침울해만 보이던 산림감독원에게 

위압이 되고 경건해지기까지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김성희, 〈돌배향기〉, 《조선문학》, 2015년 제1호

33) “《이게 무슨 나무든 내 관할구역에 서있질 않나. 이 자연림이 인공림으로 개조될 때까진 

아무 일 없어야 해.》”
- 김성희, 〈돌배향기〉, 《조선문학》, 2015년 제1호

34) “뭉청 떨어져나간 우묵한 구뎅이속에 드러난 뿌리, 시누렇고 꺼멓기까지 한 탕수가 와글거

리며 끓어번지는 속에서도 그 뿌리들은 땅을 꽉 거머쥐고 있는 거인의 손을 련상케 했다. 
그 나무들은 덩실한 휴계실을 끄떡없이 지켜냈던 것이다. …(중략)… 나무! 뿌리깊은 나무! 
…(중략)… 그렇게 흙이 펴지는 땅에 다시 한그루, 한그루 나무를 심어나갔다.”
 “《탄부는 파낼줄도 알아야 하지만 묻을줄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탄부야.》
 인철이네 소대원들은 《돌산의 작은 집》이 이제는 《푸른 산의 작은 집》이 됐다고 했다. 그 

산에서 베여낸 첫 동발목들이 갱으로 들어갈 때 그 동발목들엔 산림반녀인들의 이름들이 

새겨져있었다.…”
- 리국철, 〈뿌리깊은 나무〉, 《조선문학》, 2015년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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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조선건축》 2014년 제3호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생태환경의 보호를 중시

하는 건축”이며 “건설과 경 의 전기간 토지와 물, 건설자재. 등 자원과 에네르기의 

소모를 최소로 하면서 오염발생을 극력 줄여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

에 유익하며 자연과 융합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는 건축”, “사회발전을 지속적으

로 담보하는” “지속건축”이다. 더불어 여기에는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라는 요

구성을 높이는 것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건축과 건설의 기본 원칙이다. 

위의 서한이 발표된 이후 건축과 건설의 초점은 록색건축의 다양한 활용과 구체

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조선건축》의 2014년 제2호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것은 록색건축의 세분화 된 실천 방향들이다. 록색지붕, 록색호텔 등으로 실현되는 

록색 건축은 산림화의 건축적 구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 로작이 발표된 일 년 

후 《조선건축》에는 이 발언의 정체성이 더 명확해져서 새로운 건축 역사의 시초로 

김정은 체제를 평가한다. 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암시한다.35) 

작가 탁숙본의 일련의 작품들은 록색건축을 문학 안에서 형상화 하는 데 집중한

다. 《조선문학》 2015년 제6호에 실린 〈정의 바다〉는 위의 서한에서 강조점을 두는 

건축물의 설계․시공․건재의 통시적 진행과정을 따라 서사가 펼쳐지며, 이러한 기술

적 과정과 더불어 건축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당의 요구와 인민의 요구라는 

사상적이고 사용적인 측면까지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축물

이 실제로 2014년 완공된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문학은 실제 건축의 충실한 재연이 된다. 소설은 김정은의 건축물 현지지도를 충실

하게 보여준다.36) 그리고 소설이 이러한 재연을 수령의 무한한 정을 경험하게 하는 

35)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창

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건축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을 위한 건

축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 으며 빈터우에 위력한 자립경제의 나라, 행복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주시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건축사상을 주체건축사상으로 정식화하

시고 그를 빛내이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대담하고 통이 큰 건설작전으로 사회주의대건설

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으시 다. …(중략)…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져 위대한 대

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 김성철, 〈건설의 대번 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앞길을 밝힌 강령적문헌〉, 

《조선건축》, 2014 제4호 

36) “《동무들도 다 알고있겠지만 우리가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건축에서 철저히 선편

리성과 선미학성, 선후대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성안들을 보면 첫 번째 안은 편리성을 보장할수 있으나 미학성에서는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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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바다’라는 서정적인 측면에서 마무리한다는 데에서, 이는 앞서 살핀 2015년 

신년사의 생활미학까지 구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작가 탁숙본은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소원〉(《조선문학》 2015년 제1호)에서도 

토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창작의 매너리즘에 빠진 화가를 올바른 

묘사와 표현의 길로 이끄는 김정은을 형상한다. 그러나 수령형상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그 현지지도의 내용 자체이다. 김정은은 묘사와 표현의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대상이 현재 김정은이 다시 쓰고 건설하는 ‘평양’이다. 인민의 낭만

적 정서가 담긴 자연과의 조화, 기교나 인위 없이 달성한 평양의 거리는 결국 ‘록색

건축’이 제대로 구현된 이상적 형태이다.37)

그리하여 이 지점에서 최근 문학 안에서 재맥락화 되는 도시 평양, 당의 도시적 

토화의 이상으로서의 평양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주로 발걸음과 속도를 

위주로 전달되던 평양은 특히 2015년에 들어 평양 그 자체의 공간을 묘사하고 

형상화 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어 진다. 이제 시는 단순히 평양속도를 달성하는 

과정의 발걸음만을 노래하지 않는다. 이제는 평양속도로 달성한 구체적인 도시의 

양상들을 보여준다. 실제 건축물들을 언급하며 이상적 공간으로 평양을 형상화 

하는 것이다. 《문학신문》 2015년 3월 21일자 1면 첫 기사는, 이것이 조선작가동맹 

시문학 분과에 내려진 지침임을 알게 하고, 기존의 평양 정신과 평양 속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평양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한다.38)

째 안보다 떨어집니다. 개성이 없습니다. 대신 두 번째 안에서는 편리성이 첫 번째 안보다 

못합니다.
 편리성이 건축의 실용적내용을 특징짓는다면 미학성은 사상예술적기능을 특징짓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 탁숙본, 〈정의 바다〉, 《조선문학》, 2015년 제6호

37) “아름다운 자연경치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사랑하고 창조한 우리 인민의 애국

주의가 화폭에 스며들게 형상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을 향유하여가는 인민의 랑만적인 행

복상이 정서적으로 안겨오도록 한데 있습니다. 이 풍경화는 순수 자연이 아니라 우리 인민

의 랑만적인 정서가 여운을 남기고있는 것으로 하여 인상에 남습니다.》…(중략)…
《그림이 정말 환합니다. 거리가 너무도 환하여 마치도 그앞에 지금 우리가 서있는 듯 합니

다. 거리가 이렇게 환하니 평양이 온통 환하게 안겨오는 듯합니다. 평양이 환해지면 우리 

인민들은 조국의 방방곡곡을 환히 밝게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 그림이 어떻게 이처럼 환하고 필치가 거침없이 펄펄 나는 듯 

한가고 감탄할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서적느낌이 미술작품이 주는 매력일것입니다.
 기백이 넘칩니다. 이 동무의 그림은 필치가 확터져서 좋습니다. 기교를 부리거나 인위적

인데가 없어 더욱 매력있습니다.” 
- 탁숙본, 〈소원〉, 《조선문학》 2015년 제1호

38) “시인들은 쑥섬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희한한 건축물을 일떠세워 평양시의 면모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하며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조선의 결심을 온 세상에 다시금 

보여주자고 하시면서 군인 건설자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맡겨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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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지점에서 김정은 시대에 부각되는 평양이 오랜 역사적 상징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유산을 재맥락화 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평양 도시의 오래된 문학적 형상화는 최학수의 1976년 작 평양시간
이 대표적이다. 이 소설에서 천리마 시기가 강조하는 속도의 이미지가 부여된 

평양 공간의 형상화는 김일성으로부터 최대의 찬사를 받았다. 이에 대한 대표적

인 박태상의 논의는 이 작품이 “북한 발전의 상징이라고 선전되고 있는 수도인 

평양의 현대식으로 변모된 모습을 서사화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기에, “주체적 소설문학에서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인 ‘사회주

의 건설주제’에 해당하는 작품”이기에 북한문학사에서의 위상을 달성했다고 논

의한다. 이에 더하여 이 소설이 “북한에서 김정일에 의한 세대교체의미를 지니는 

<3대혁명 소조운동> 시기에 창작”되어서 창작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 했다는 

지적은 주목해야 한다.39) 토에 속도의 이미지가 부여되는 김일성 시기의 유산

과 세대 교체 시기에 토 개척이 상징적으로 부각되는 김정일 시대의 유산이, 

현재 김정은 시기에 고스란히 반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가 마식령속

도를 시작으로 평양속도와 평양시간을 이어가는 것은 선대의 유산을 선택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정은의 평양은 앞서 말했던 록색건축의 도

시화 안에서 재맥락화 하고 있다. 또한 그 달성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시들을 관찰해 보자.

다음 일련의 시들은 이러한 도시화 된 평양의 구체적 형상화들이다.

를 계획대로 고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당창건 일흔돐까지 기어이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올 충정의 한마음 안

고 창조의 열정으로 들끓는 건설장에서 기백있고 호소성이 강한 화선식경제선동으로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 강경남, 〈들끓는 현실에 뛰여들어 –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에서〉, 

《문학신문》 2015년 3월 21일
39) 박태상, “북한소설 평양시간 연구”, 북한문학의 동향, 깊은샘, 2002, pp.287~288, 318

이 논의에는 평양에 속도의 이미지가 부여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평양 속도란, “7천 

세대분의 자금과 자재로 2만 세대분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으로 애초에는 25분마다 한 

세대분의 주택을 짓는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결국에는 16분에 한 세대분의 주택을 건설하

다는 조립식건설의 경제성과 효율성의 증산정책을 상징하는 용어”이며, 천리마운동 역시 

“천리마를 탄 기세로 빨리 달려나가려는 북한 인민들의 전진운동을 표현”한 속도적 이미

지로 “북한의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의 주위에 굳게 뭉친 민중계층들이 높은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도로 앞당겨 나가는 혁명적 운동을 의미하는 북

한식 군중노선”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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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건설자 평양사람 

…(중략)…

단숨에! 

그 기상으로 땅을 박차고 솟아올랐다 

아름다운 강반에 닻을 내린 

교육자들의 살림집 행복의 보금자리 

육아원 애육원 아이들의 왕궁이 

 …(중략)…

오, 달리는 살수 없는 평양사람 

원수님의 숨결이고 진군의 보폭인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발구름높이 

최후승리 총공격의 앞장에서 달려가리라

- 황명성, 〈평양사람의 긍지로!〉, 《조선문학》 2015년 제8호

어디라없이 

들끓는 건설장에서 나는 본다

우리 원수님 지펴주신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거세찬 불길을 

여기서 나는 본다 

그 열풍속에 훌륭히 일떠서는

과학기술전당의 모습을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내 조국의 모습을

- 김진주,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는 곳에서〉, 《문학신문》 2015년 4월 4일

인민의 모든 꿈이 꽃펴나는 우리 평양 

로동당세월에 천하제일 락원이 솟네 

숭고한 인민사랑 해빛으로 넘쳐나는 

선경의 새 거리들 행복의 창문을 연다 

아 번영하라 평양이여 그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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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당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가 있다

- 변홍 , 〈번 하라 평양이여〉, 《문학신문》 2015년 5월 23일

이 일련의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물론, ‘단숨에’ ‘평양정신과 평양

속도’를 토대로 실제 달성된 건축물들(애육원,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이 

새로운 평양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주목해 볼 것은 

이것이 어떤 설계도 안에서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양

사람의 긍지로〉라는 시는 세 시 중 가장 포괄적으로 김정은 시대가 달성한 건축물

들을 열거하며 집권 초기부터 추구되어 왔던 속도와 정신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졌

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시가 특이한 것은 화자가 여기에 참여한 “건설자”라는 

데에서이다. 두 번째 시는 방법론적인 “과학의 힘”을 강조하며, 이것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명시한다. 마지막 시는 이렇게 새롭게 

건설된 낙원은 “위대한 당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 안에서 건설된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제 평양이라는 도시의 재맥락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이라는 방법과 

그것을 근원적으로 구상하는 지정학적 건설의 상상력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자.

제3절 영토의 과학화 양상: 과학적 방법으로 건설된 국가

과학은 사회주의 북한에 있어서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루

어져 왔다. 문학에 있어서도 과학은 특히 과학환상소설 등의 장르로 구체화 되어 

김정일 시대에 그 역할을 분명히 확립했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시기까지도 그대

로 이어져 온다. 김정일 시대가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과학은 다음의 예문에 잘 

드러난다. 김정일 사망 바로 직전의 《조선문학》의 한 기사이다.

“과학환상문학은 자연을 정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탐구하는 인간들

의 생활을 환상적 수법을 통하여 보여주는 문학의 한 형태이다. 과학환상문학은 

인간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자연의 비밀이 밝혀지며 

현재에는 실현되지 않은 최첨단기술수단들이 개발될 미래의 생활을 묘사한다.…(중

략)…근거있는 과학적환상을 반영한 과학환상문학은 독자들에게 풍만한 지식과 열

렬한 탐구심을 키워줄뿐아니라 그러한 과학적환상들을 자신이 직접 실현하려는 열

망과 투쟁정신으로 교양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심오한 인식을 통하여 사람

들의 과학적세계관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수 있다.…(중략)… 여기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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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우리 식 환상을 적극 펼치는 것이다.”

- 리창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환상〉, 《조선문학》 2012년 제11호

즉 과학은 그 자체가 전달의 대상이 되어 독자들의 인식과 지식을 넓히고 세계관

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학은 “현재에는 실현되지 않은 최첨단기술수단들

이 개발될 미래의 생활을 묘사”하는 것이기에 독자들에게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설정하게 하고, 또 여기에 “우리 식”이라는 조건이 달리는 것은 하나의 당면 과제로 

과학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시대 문학예술 정기간행물의 일정 부분

은 과학과 관련된 상상력이나 장르로 채워져 있었고, 2013년 때로는 2014년의 중반

까지도 이러한 김정일 시대의 문학 창작 구성의 특징은 이어진다. 

이러한 김정일 시기의 유산에 해당하는 리명현 작 〈바다로 간 연구사〉(《조선문

학》 2014년 제8호)는 전형적인 과학환상소설이다. 과학 분야에 어떠한 주어진 당면 

과제가 있고, 주인공이 스스로 혹은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아 주어진 난관을 해결하

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과학의 절차들이나 지식들을 독자

들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 과학환상소설의 전형적 구조인 것이다. 〈바다로 간 

연구사〉는 바다마을 수산사업소에 도시로부터 연구사가 파견되면서 벌어지는 이

야기들이다. 이 연구사가 당면한 난관, 문제의식, 해결 방법은 세계적 동시대성과 

사고를 공유한다.40) “세계적으로 대륙자원고갈과 인구과잉으로 에네르기, 광물, 

식량, 화학과 제약공업의 자원”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현재, 파견된 

연구사 해룡은 해결법에 있어서도 최첨단의 방법을 보여준다. 현재 학문은 경계 

횡단적이고 학제 간 연계 가능성으로 새로운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방법론으로서, 특히 북한 문학예술이 강조하는 “우리식”을 통해 세계적 동시대성

을 실현하는 것이 이 소설이다.41) “ㅎ마름류”라는 미생물을 자원 고갈에 대한 대체 

40) “세계적으로 대륙자원고갈과 인구과잉으로 에네르기, 광물, 식량, 화학과 제약공업의 자원

이 륙지와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무진장한 바다에로의 진출이 비상히 광범해졌다.
 그뿐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터전도 점차 해상과 바다속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래서 해상에 벌써 많은 공장과 비행장, 도시들이 건설되 고 바다속에도 주택과 려관, 
각종 봉사 기지들이 들어앉았다.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요구하는 인간의 수요로 볼 

때 극히 초보적이며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과학연구와 해상건설 분야에서 각이한 용도와 성능을 갖춘 로

봇들이 대량적으로 요구되 다.”
- 리명현, 〈바다로 간 연구사〉, 《조선문학》, 2014년 제8호

41) “학문과 학문사이의 경계선을 긋기가 대단히 어려운 오늘 자연과학의 어느 분야에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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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해룡은 그 아이디어를 어촌마을 토박이이며 양식작업

반에서 일하는 세옥이라는 젊은 여성에게서 얻는다.42) 바다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을 달리한다. 도시인이자 과학적 방법론과 시각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해룡은 그것을 에너지와 생물 자원의 보고로 본다. 어촌 토박이이자 양식장에서 

일하는 세옥에게 바다는 자유와 낭만적 상상력 안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같은 미생

물이라는 대상에, 세계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과학의 시선과, 그것을 공짜로 

배 밑에 붙어서 세계를 여행하는 자유의 존재로 바라보는 토착적 시선이 만나, 

미생물에서 불의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다.43)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바다의 상황도 둘 모두의 시선이 포함되며 낭만성으로 전달된다. 과학자의 시선 

“거대한 자연의 보물고”로서의 바다와 “하늘의 별무리가 내려앉은 바다”의 은유적 

운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과목을 하나도 차요시하지 말고 다 잘해야 하는바 그것

도 전체 학문의 통일속에서 원리적이며 창조적인 련관속에서 실천적으로 배워야 한다.”
 “생물학적방법으로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한다, 그것도 바다에서!…”

42) “그때 세옥이가 이렇게 말했다.
 《배밑창에 붙어서 공짜로〈려행〉하면서 사는 떠살이생물처럼 흐르는 바닷물에 둥둥 떠

다니게 하며 키울수 없을가요?》
 이 말은 다른 처녀가 즉시에 반박했다.
 《식물이 동물하고 다른건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양분을 자체로 만든다는것과 중요하게

는 처음 심어진 자리에서 한번 움직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다른 처녀도 머리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 마름류가 하등식물이래도 식물이야 식물이지 뭐.》
 물론 세옥이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엉뚱한 그의 말이 훗날 해룡이의 연구를 성공시킬수 있는 문제해결의 귀중한 실

머리가 될줄을 그날 처녀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43) “불시에 세옥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양식마름이야 양식떼줄(비날론)에 든든히 부착되여있지 않는가.…(중략)…
몽롱해지는 의식속에 환각의 상이 눈앞의 현실처럼 또렷이 떠오른다.
대양을 자체추진기로 횡단하는 양식떼!
마름관리작업을 하는 가재로보트!
위성원격조사자료를 받아 해일도 피하며 찾아 이동하는 양식떼!
번식기에는 연안수역으로 돌아오는 양식떼!
바로 이것이다!…”

…(중략)…
 “하늘의 별무리가 내려앉은 바다에 떠있는 배에서 펑! 하고 붉은 불기둥이 솟구쳐올랐다.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불길이 좀처럼 기세를 늦출줄 모른다.
불이다. 우리의 불이다!
내 나라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원히 꺼질줄 모르는 불이다.…(중략)…바다는 여전히 자기

의 거대한 자원의 보물고를 정열적이고 대담하며 과학적인 새 세대의 처분권에 고스란히 

내맡겼다는 듯 출 이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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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은 결국 “내 나라가 바다가 우리에게 준 

원히 꺼질줄 모르는 불”이라는 애국적 주제로 수렴됨으로써 ‘우리식’으로 완성

된다. 이것이 김정일 시대가 완성한 과학환상소설이 김정은 시대의 상황적 맥락 

안에서 구현된 예이다. 

이러한 계승적 차원의 과학환상소설이 김정은 시대의 과제와 만나면 단편소설 

〈보습산〉(오광철 작, 《조선문학》 2015년 제2호)과 같이 광산 문제와 공유하는 지점

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고굴탐사 첨단설비를 만들어낸 기술자 리명훈이 관리국력

사에 신임 기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새로 부임한 외부의 신식 기술자가 현지에 원래

부터 있던 구식 기술자와 대결구도를 갖는 것, 구식 기술자에게는 언제나 아버지를 

존경하는 딸이 있고, 그 딸이 외부에서 온 신식 기술자와 약간의 우여곡절과 갈등

을 겪다가 행복한 애정 전선으로 귀결되는 것은 전형적인 과학환상소설의 전개과

정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전형적인 과학환상소설에서 빗겨나 있다. 우선, 원래는 적대 

구도나 대결 구도를 가지던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은 처음부터 선의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결국 조력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귀결된다.44) 단층탐사설비의 신세대 

기술자인 리명훈과 구세대 광산 탐사대원 혜선의 아버지 김근삼은 같은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희유광석 

‘ㅎ광체’의 시추탐사이다.45) 그리고 그들 사이의 선의의 경쟁 관계를 완전한 협력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 발사 덕분이

다. 소설 내부의 인간관계나 서사구조가 아니라 외부의 사건이 계기가 되고, 또한 

그것이 실제로 성공한 북한의 기술이라는 데에서 과학환상소설의 변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46) 이 인공위성의 성공 사건은 아버지 김근삼과 연인 리명훈 사이

44) “명천지구의 ㅎ광체문제는 어느덧 로탐사대원의 관록과 경험이냐 아니면 새 세대 기술일

군의 첨단설비냐 하는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고있었다. 안종배부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명천

지구광체탐사조와 리명훈을 조장으로 하는 단층탐사설비개발조 사이에는 은근한 경쟁이 

벌어졌고 사람들도 어느 사이에 두편으로 갈라져 서로 도우며 결과를 기다렸다.…(중략)…
 《동무 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소. 간호원을 통해 써보냈더구만》” 

- 오광철, 〈보습산〉, 《조선문학》, 2015년 제2호
45) “ㅎ광석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희유광석이다. 높은 온도와 압력을 

이겨내야 하는 인공지구위성 운반로케트의 본체와 부분품에는 그 ㅎ광석에서 뽑아낸 금속

화합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속에서는 흔히 그 광석이 《처녀광석》이라는 

낱말로 통했다. 알려진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미지의 광석, 남이 볼세라 숨기

를 잘하고 약간한 자극에도 변하기를 잘 해 찾아내기가 헐치 않은 광석이라는 뜻으로 생

겨난 말이다. 바로 그런 ㅎ광체가 명천지구에 존재한다는 리론과 물증들을 혜선의 아버지

는 제기했던것이 다.”
46) “바로 그 순간이 다. 창밖에서 폭풍이 몰아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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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갈등하던 딸 혜선이 혼자서 고굴 탐사를 나서는 계기가 되고, 탐사에서 위기

에 빠진 혜선을 리명훈이 구하는 기회가 된다. 이로 인해 ㅎ광체의 존재 입증은 

물론 둘의 애정전선도 회복된다. 그리고 이들의 일과 사랑의 미래에 결정적인 희망

을 주는 것은 다시 한 번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이다.47) 

이 소설이 《광명성-3》호 2호기와 관련지어 특이한 점은, 이것이 소설의 제목인 

‘보습산’의 전설과 대척점에 놓여, 양자가 소설 배경 밖에서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는 것이다. 소설의 시작에 제시되는 것은 불모지로 내버려진 보습산에 대한 전설이

다. 일 년에 한 삼일가량만 밭을 갈 수 있는 이 땅을 갈아엎지 못한 데에서 한을 

느낀 농민이 망부석이 된 전설이 제시되며, 소설이 펼쳐지는 배경이 그만큼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게 해주는 계기가 앞서 

제시했던 《광명성-3》호 2호기이며, 이 실제적 사실이 과학소설의 변천 역시 보여주

는 지점이 된다. 

그래서 이 소설은 더 이상 ‘과학환상소설’이 아니게 된다. 이 소설은 김정일 

시대의 과학환상소설의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단편소설’로 장르 분류 

된다. 과학적 환상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과학적 환상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가 더 이상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며, 그 계획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감격과 환희의 열띤 폭풍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발사를 전하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구내

를 울렸던것이 다.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기사장동지, 들었습니까?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이 우주에 올랐답니다. 만세에-》하고는 다시 뛰여나갔다.
 그 순간 혜선은 인공지구위성 운반로케트의 제작과 발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던 ㅎ광석에 

대한 생각을 했다.”
47) “자연에는 언제나 이렇듯 아름다움과 엄혹함이 함께 존재하는것일가?

 그런들 어떠랴? 자연의 비 을 밝혀내며 인간에게 복종시키려는 오늘의 모지름으로 하여 

이 순간부터 자연은 그 엄혹함쪽에서 아름다움쪽으로 한걸음 더 전진하 을것이다. 그처럼 

우리의 조국도 부강과 번 을 향해 한걸음 더 전진하 을 것이다.
 저도 모르게 따스한 해빛이 줄줄이 쏟아져내리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며 살며시 눈

을 감았다. 저 해빛 내리는 하늘가에 우리의 위성이 날고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그 위성이 이순간의 모든 것을 다 보고있으며 전하고있는 듯 한 기꺼운 느낌이 들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무진장하게 캐내는 ㅎ광석은 그 고맙고도 긍지로운 우리의 위성들

을 계속 쏘아올리게 할 것이다.
 처녀는 해빛속에 고개를 쳐들고 모든 것을 시인하듯 소리없이 웃었다.
 따스한 해빛속에서 오늘의 힘겨움도, 눈물도, 가슴다는 고백도 래일을 위한 우리의 생활

이고 투쟁이며 사랑이라는 따스한 목소리가 그냥 들려오는듯싶어졌다.
그것은 우주에서 내리는 해빛속에 슴배인 우리의 희망과 사랑의 별, 위성의 말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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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논거이다. 그 논거가 이 소설에서는 《광명성-3》호 2호기인 것이다.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계획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상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는 계획이 뒤의 4장에서 다룰 조감도, 형성안, 설계도의 상징으로 문학 안에

서 표현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습산의 비극적 전설은 더 이상 이 고장 사람들

에게 트라우마가 아니게 된다. 과거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자연은 이제 희망

과 긍지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과학은 이제 소설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장편 녀학자의 고백
은 김정은 시대 과학이 문학 안에서 담당하는 새로운 역할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2014년 문학작품창작총화를 위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에서 “우리 당이 높이 

내세운 선군시대 공로자인 녀성과학자를 원형”으로 한 작품으로 호평을 받는다.48)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을 소설 서사 전개의 방법으로 활용한 것을 칭찬하는 평론 

기사가 이후 등장하기도 한다. 2015년 2월 28일자 《문학신문》에는 〈심장의 고백을 

통해 보는 생활에 대한 예술적탐구〉라는 이 소설에 대한 자세한 평론기사가 실린

다. 주요 골자는 “사랑의 도함수공식”과 “하나의 답을 향해가는 각이한 방정식”이 

결과적으로 “의미깊은 인간학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김정은 시대

를 대표하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이 시대 과학자의 전형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서사구조는 과학자라는 주인공과 과학이라는 방법론이 아니었으

면 불가능한 것이다. 소설을 이끌어가는 큰 줄거리는 CNC 설비 암호열쇠를 풀기 

위한 노정이다. 그러나 소설의 백미인 ‘사랑의 도함수 공식’이나 ‘하나의 답을 향해

가는 각이한 방정식’은 과학의 방법을 빌려 인간의 내면을 탐사할 때 발휘된다. 

즉 과학은 이제 주제가 아니라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의 과학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실제 건설된 과학 관련 건축물

들이 반 된 시들에서이다. 다음 인용된 시 〈과학에 대한 생각〉은 과학 자체가 

문학에 어떻게 반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깊어가는 은정과학지구의 밤

꿈같이 원수님 만나뵈온 이야기

...(중략)...

48) 본사 기자,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창작에서 결정적 전환을 - 주체 103(2014)년 문학

작품창작총화를 위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 진행〉, 《문학신문》, 20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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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쓰고싶노라

수자와 부호만을 적어온 이 펜을 들어 

내 마음 달리나니 

과학이여 너는 무엇이냐

...(중략)...

따르는 마음 받드는 마음 

삼가 내 과학을 칭하노라

과학이여 너는

내 지켜선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조국번영에 바치는 제대없는 나의 복무

너는 주체

 너는 선군 

  너는 사회주의

아,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승리다

- 한동선, 〈과학에 대한 생각〉, 《조선문학》 2014년 제4호

제목부터 과학에 대한 단상임을 보여주는 이 시는 시작에서 이것이 “은정과학지

구”라는 장소에서 보내진 한 과학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자는 “수자

와 부호만을 적어온 이 펜을 들어” 시를 쓸 수밖에 없다. 원수님이 건설해 준 위성과

학자거리가 과학자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주 과학적인 시를 쓰게 되는 것이다. 과학은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그 신축 건축물들에서 발휘되는 사랑과 힘에 의해, 과학자들을 주체와 선군과 사회

주의를 달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래서 과학은 이제 그 자체의 전문

성이나 구체성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선군과 사회주의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된다. 과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도달해야 

할 세계에 도구적이고 기반적인 모습으로서의 형태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최근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등의 구호 안에 구성된 시초들에서

는 과학을 빈번히 언급하지만 그 자체가 사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

은 소재적이고 방법론적 차원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적 차원을 구성하

는 것은 속도 담론이나 지도자의 수혜에 대한 감사이다. 2014년 제8호 《조선문학》

에 ‘위성처럼 솟구치라 아름다운 거리여’라는 구호 아래 선택된 한동선 작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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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건설장의 붉은 마음〉, 〈그대들의 이름은 군인건설자

!〉, 〈건설장의 새벽에〉, 〈화선결혼식이야기〉,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은 아름답다!〉

는 결국 위성과학자거리의 기반들을 조선속도와 건설장을 위해 복무하게 하겠다

는 의지이다.49) 《문학신문》 2015년 5월 17일에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떨칠 내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며”라는 구호 아래 실린 세 편의 시들(리연희 작 <우리는 

보여주리라>, 김설야 작 <붉은기 나붓기는 건설장에서>, 변홍  작 <미래가 빛나

는 거리>), 《문학신문》 2015년 7월 18일에 “미래는 눈부시다 과학의 섬이여!”의 

구호 아래 실린 다섯 편의 시들(박현철 작 <대동강은 눈부신 래일에로 흐른다>, 

방명혁 작 <병사의 시간>, 김춘길 작 <근위병들 앞으로!>, 리연희 작 <평양녀인들>, 

김진주 작 <청춘의 밤>, 한광춘 작 <세계를 앞서가리>) 등 최근에 올수록 이러한 

과학적 구호 아래 묶인 시초들이 늘어나고 있고, 상상력에 있어서도 국가의 토 

전체로 확장되는 양상은 과학적 방법론이 토를 구상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4장에서 지정학적 상상력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으로 올수록 신년사에서도 과학 강조의 지점이 달라진다. 

2013년의 신년사에서 인사말 이후 가장 먼저 제시되는 강조 분야는 과학기술이며, 

이는 김정일 시대 계승의 차원에서 기술 그 자체를 강조한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

호 2호기를 위시한 과학 관련 연구가 그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2014년에도 역시 

과학에 대한 기대로 분야 별 언급이 시작된다. 2013년의 계승과 더불어 과학자의 

재능과 열정이 애국주의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과학이 구체화

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에 오면, 앞서 지적했듯 백두산의 

혁명성이 강조되며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조선속도 창조를 실천하는 각종 건축물들

과 이와 관련한 생산과 건설에의 강조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부문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낙원으로 만드는 방법이 과학기술의 힘이다. 이러한 과학의 방법으로 

달성된 전체 토의 모습은 어떠한가. 

49)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붉은 기발이여 / 너는 원수님의 뜻으로 고동치는 / 우리 군민의 

붉은 마음이다…(중략)…//그 마음은 웨친다 낮이나 밤이나 / -명령은 내렸다 10월 10일전으

로! / 세우리라 우리는 / 이 거리를 조선속도로! / 솟구치라 거리여 우리의 위성처럼!” (〈건
설장의 붉은 마음〉 중)
 “사람들아 위성과학자거리가 / 어이 아름답지 않으랴 / 이 정신이 우리 거리를 세우고있

으매! / 이 숭고함이 조선속도를 창조하고있으매!” (〈화선결혼식이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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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정학적 ‘조선’ 공간 구축

현재까지 살펴본 김정은 시대 문학에 나타나는 신화화, 도시화, 과학화로 구상된 

토는 지정학적 의미의 ‘로컬’로 읽을 수 있다. 장소와 규모의 정치 구조에서 

구성되는 ‘로컬’은 “특정 장소의 활동, 정치학, 그리고 정체성을 조직해내는 제도”

로서 “장소의 사회적 삶”을 형성하여 결국 “ 토를 통제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국가

의 행위”를 의미한다.50) 신화의 상징들에 대한 원시적 열정을 시각화로 이어가거

나, 트라우마 없는 세대만이 상처 없이 건설할 수 있는 복지와 낙원의 녹색도시를 

건설하거나, 이상적 토를 기획하고 도달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것이 모두 통제와 쟁취의 국가 행위 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컬들이 

통합적인 국가 전체로 확장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앞서 살펴본 김정은의 2013년 12월 8일의 로작 《당의 주체적건

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 기를 열어나가자》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건축과 건설의 토대가 된 이 지침은 설계․시공․건재

의 3대 요소로 건설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와 관련한 부분과, 건설의 사상적 목적을 제시하는 다음의 부분은 

지정학적 상상력을 추측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하다.

“무엇보다도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건축설계는 건설의 

선행공정이며 작전도입니다. 설계가들은 설계탁에서 문명국의 래일이 그려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에서 당의 주체적건축리론과 건설정책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야 합니다. …(중략)…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조선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앞

장에서 열어나갈 영예로운 임무를 맡고있는 척후대, 개척자들입니다. 우리 당은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애국적열의에 의거하여 인민의 리

상과 꿈을 꽃피우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건설부문 일군들은 

당의 건설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50) 콜린 플린트,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길, 2007, pp.24~25, 38, 58~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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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공간의 활용 역시 주체사회주의적 맥락에서 프로파간다적으로 사용되어

야 하는 것이 북한이 만들어 온 주체적 건축 이론에 바탕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명국의 래일”을 인민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

야 한다. 그것이 인민의 이상과 꿈을 건설이라는 방법 통해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건설과 건축의 설계도가 인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듯, 문학 역시 미래의 이상

적인 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설계적인 상상력이 

새로운 시대의 주력 분야라고 했을 때, 그러한 움직임까지 담아내는 것이 문학이

다. 그래서 문학 안에서 로컬을 넘어 국가 전체가 상상될 때, 지정학적 상상력은 

형성안·조감도·설계도의 상징들로 구체화된다. 형성안이 구체적인 설계 이전의 기

획과 준비 단계의 총체적인 상상이라면, 조감도는 그 계획의 총체성을 내려다보는 

수직적 시선을 통해 구체화 한 형태이고, 설계도는 미시적이고 세 한 실제적 실천 

방안을 가시화 한 것이다. 2015년 《조선문학》과 《문학신문》에 등장한 일련의 서사

시들은 이러한 토에 대한 지정학적 총체성의 상상력을 드러낸다.

우선 그 형성안의 상상력부터 관찰해 보자.

그 누가 상상인들 해봤으랴

탁상에서 보아주신 수천장의 형성안

하늘에서 검토하시려 구름우에 오르셨다

원수님 샅샅이 굽어보시여라

비행기의 시창으로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미래과학자거리 골조의 바다

...(중략)...

하늘에 원을 그으시며

내려다보시고 또 보신 원수님

당에서 보아준 형성안대로 일떠세우니

건축물들이 정말 보기 좋다고

온 비행기안을 환한 웃음으로 채우시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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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네 희열에 넘치시여

여기서 인재의 숲이 자라야 한다고

여기에 미래의 만년기초를 앉혀야 한다고

미래과학자거리를

조국의 보석바다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중략)...

오, 미래

강성국가의 대번영기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탁월한 령도로 력사를 당겨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천년미래를 안아오시네

- 백하, <미래>, 《조선문학》 2015년 제5호(강조 – 인용자)

《조선문학》 2015년 제5호에 실린 백하의 시 <미래>는 3장에서 다루었던 백두의 

혁명정신, 녹색건축이 지향하는 인공과 자연의 조화, 과학자거리의 기반적인 산업

이 모두 포함된 총체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모든 총체적 상상력의 계획

은 원수가 살펴본 “수천장의 형성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 형성안이 

특별한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검토했다는 것 때문이다. 형성

안을 구성하는 시선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판옵티콘적 시선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시의 맥락에서는 신뢰와 확신의 상징이다. 그것이 시의 제목처럼 확실

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앞 절의 과학환상소설의 막연한 미래가 

사라진 것도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바탕이 된 시선의 권력이 존재한다는 이유에

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의 권력은 ‘조감도’라는 형태를 통해 더 확실한 수직적 시선

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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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의 붓끝에서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오

황홀하게 펼쳐진

미래과학자거리조감도는

전설같은 사랑속에 솟아난

이 거리 하좋아

기슭을 못 떠나는 대동강물결우에선

과학자들 신이 나는 뽀트경기 한창인 듯

...(중략)...

립체미 조형미 뚜렷한

초고층아빠트 즐비한 거리에선

...(중략)...

아, 원수님손길아래 태여나는

그 이름도 이채로운 미래과학자거리

...(중략)...

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오

우리 원수님 높은 뜻 받들어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하는

건설자의 당당한 자격으로

나는 지금 완공의 그날

이 거시레 펼쳐질 희한한 현실을

몇 달 앞당겨 그려볼뿐이라오

- 전수철, 〈미래과학자거리조감도앞에서〉, 《조선문학》 2015년 제6호

수령의 경우처럼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다보지는 못 해도 인민은 조감

도를 통해 미래의 계획과 형상을 만날 수 있다. 미래과학자거리라는 북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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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 중 하나를 미리 가시화 해주는 조감도 앞에서 가장 칭송되는 것은 원수

의 지정학적 상상력이다. 그 지정학적 상상력은 “화가의 붓끝에서 그려진 아름다

운 그림”보다도, “시인의 상상력”보다도 높은 뜻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지정학적 

상상력이 아름답고 이상적인 행복을 약속하는 것은 “희한한 현실을 몇 달 앞당겨 

그려”보여주는 조감도의 가시적인 형상화의 성격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세 하고 구체적인 설계도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것은 우선 표면

적으로 신년사를 충실히 재연하는 형태로 창작된다.

구절구절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 음성

애국에 불타는 그 목소리

2015년은 얼마나 휘황찬란한것이냐

아, 우리 원수님의 신년사

우리 인민과 세계앞에 펼치는 조선의 설계도

그 설계도를 따라

이 나라의 해가 솟고 별이 뜨고

그 설계도를 안고

이 나라의 낮과 밤들이 흐르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이 나라의 일년열두달이 불덩이처럼 달아있으려니

신심과 락관에 넘치신 그 호소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

올해에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는

그이의 호소는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고 

...(중략)...

그리고 듣는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430 신진연구논문집

징벌을 가할것이라는 그 음성에서

백두의 칼바람소리를

백두산호랑이의 노호소리를

아, 2015년!

이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환하게 다 내다보시며

조선의 승리를 확신하시는 그이

그이의 신년사는

위대한 메아리로 삼천리를 떨친다!

백두산대국의 메아리는 온 누리를 떨친다!

- 류명호, <우리 원수님의 신년사>, 《문학신문》 2015년 1월 24일

위에 제시된 시는 《문학신문》의 1월호 기사들의 전형적 특성인, 신년사 해설하기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시에는 2015년 신년사의 주요 부분들이 모두 포함된다. “조선

로동당창건 일흔돐”을 기념하는 행사에 대한 기대와, “백두의 혁명정신”을 강조하

는 위대성 교양의 한 실천과,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외세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전형성을 넘어서 이 시는 신년사를 

‘설계도’의 지정학적 상상력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달성된 상태인 ‘조선’이라는 이

상적 토 형상을 통해 제시한다. 즉 이 현재적 설계도의 지점, 미래를 향한 건축적 

청사진 안에서 조선의 토는 총체적 이상화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성안, 조감도, 설계도 안에서 형상화 되는 이질적인 비동시

적인 것들의 동시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의 가장 처음에 살펴 

본 시 <미래>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는 과학자거리라는 최첨단의 상징이 

백두산대국이라는 신화의 이미지와 결합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시 <미래과학자거리조감도앞에서>에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건설된 거리의 조감도 

안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전설과도 같은 원수의 사랑과 현대적인 레저 스포츠인 

보트 경기가 대동강 안에서 결합된다. 즉 김정일의 선군적 유훈이 깃들어 있는 

대동강 안에서 시기적으로 비동시적인 것들이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 <우리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이러한 이질적인 것들의 

혼종적 양상이 더 극명히 드러난다. 신년사를 총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니만큼, 

그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역사적이고 원형적인 정신적인 기원을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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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구체적인 달성의 방법에 있어서는 동시대적인 세계를 의식하고 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연은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데, 당면한 현실인 “나라의 자주권

과 존엄을 침해하는”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징벌을 가”하기 위해

서 제시하는 것이 “백두의 칼바람소리”이며 “백두산호랑이의 노호소리”이다. 

이러한 원시적 열정들과 최첨단에의 동경이 어우러진 모순성은 북한의 프로파

간다를 구성하는 오래된 수사, 상징, 신화 다. 그리고 21세기의 새 정권에 있어서

도 여전히 이러한 프로파간다의 원리들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2년 간의 

문학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순적인 상상력들이 어떠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형성안, 조감도, 설계도 등으로 형상화 

된 지정학적 상상력의 구체성이다. 즉 모든 모순적인 비동시적인 것들이 건축적이

고 건설적인 상상력 안에서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에의 의지는 김정은 시대가 실제 주력하고 있는 건축과 건설 

사업에서 향 받았음을 말할 수 있다. 김정은의 언술과 실제 정책의 실천들이 

의식적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최근 문학에 형상화 된 이상적 토로서의 

조선 공간은 이전 시대가 남겨 놓은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적인 모순성을 극복하

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도의 상상력 안에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제5장 결 론

이제 서론에서 본 논문이 목표로 했던 문제와 연구 방향들에 대해 정리와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서론에서 본 논문은 몇 가지를 전제했다. 우선은 북한의 모든 

공식적인 발화와 출판이 프로파간다의 양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프로파간다의 전형적인 방식인 수사법, 상징, 신화 등의 삼위일체적인 기법이 문학

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면서 본 논문이 주목한 

것은 김정은 시대가 최근 유훈통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세워가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 그리하여 ‘김정은의 발화’와 ‘실제 정책’과 ‘문학 

형상화’라는 세 부분 간의 길항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고, 

김정은 체제 이후 대내외적으로 강조되었던 토화 사업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본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문학에 나타난 토화의 양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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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적인 부분들과 국가 전체적인 상상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 2장에서 

제시한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의 특징이었던, 선택적 계승·창조적 계승·독창적 혁신

의 세 특징을 기준으로 3장과 4장의 분석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정리, 

요약해 보려한다.

우선, 선택적 계승의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의 문학은 동시대성을 강조하며 시대

의 요구에 부응하는 토를 재현한다. 김정은 시대 문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

되는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술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시대의 문학은 정책의 중점적인 부분인 토의 건설, 건축 부분을 문학에 

형상화 하는 양상을 전반적으로 드러내었다. 특히 본문의 3.2절에서부터 4절의 

분석의 시작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토화 양상을 문학이 재현하고 반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 그래서 실제 건축물인 평양 육아원, 애육원, 미래과학자거리 

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 된 작품들에서부터 분석을 시도했다. 이처럼 동시대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는 김정은 시대의 혁신을 강조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창조적 계승의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 

창조적 계승의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의 문학은 5대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

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조하며, 이에 입각한 시각적 신

화의 토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특히 3.1절에서 다룬 위대성교양이 주축이 

된 백두의 혁명정신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선전화나 잘 구성된 사진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을 통해 현대적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3.2절의 

도시화 양상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선경을 이어가려는 모습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계승한 측면이고, 평양을 속도와 운동의 이미지로 맥락화 하는 것 역시 김정일 

시대의 유산이다. 그러나 이것이 창조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더 이상 선대의 유산

인 민족적 트라우마나 비극적 역사의 측면이 등장하지 않고, 김정은 시대만의 과업

인 록색건축을 달성해 나가는 독창적 지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록색건축을 그 

지침으로 하여 인공과 자연, 물질과 감상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시

화로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김정은 시대만의 특수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3절에서 다루는 문학 안에서 쓰이는 도구적 과학의 모습은, 더 이상 김정일 시대

의 막연한 환상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새로운 시대만의 창조적 측면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독창적 혁신은 창조와 혁신 그 자체를 강조하며 선대를 넘어서려는 

자세를 통해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생활미학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한다. 그러면서 선대를 뛰어넘는 토 ‘조선’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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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것은 구체화 된다. 형성안, 조감도, 설계도의 상상력을 심층적으로 이해

해보자면,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성이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

로 이해할 수 있다. 원시적 열정들과 최첨단에의 동경이 어우러진 모순성은 북한의 

프로파간다를 구성하는 오래된 수사, 상징, 신화 다. 그리고 21세기의 새 정권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러한 프로파간다의 원리들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2

년 간의 문학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순적인 상상력들이 어떠한 돌파

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형성안, 조감도, 설계도 등으로 

형상화 된 지정학적 상상력의 구체성이다. 즉 모든 모순적인 비동시적인 것들이 

건축적이고 건설적인 상상력 안에서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에의 의지는 김정은 시대가 실제 주력하

고 있는 건축과 건설 사업에서 향 받았음을 말할 수 있다. 김정은의 언술과 실제 

정책의 실천들이 의식적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최근 문학에 형상화 된 

이상적 토로서의 조선 공간은 이전 시대가 남겨 놓은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적

인 모순성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도의 상상력 안에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논문이 살펴 본, 토화를 중심으로 한 ‘김정은의 발화’와 ‘실제 

정책’과 ‘문학 형상화’라는 세 역의 길항관계가, 결과적으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발휘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정책과 문학은 이제 그 시작의 단계에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속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지금까지의 변화의 

방향들을 포착하여 김정은 체제만의 혁신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예측해 본 것이 

본 논문의 의의이자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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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을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

락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7월 25일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중국대사

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이 언론에 회자된 바 있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함께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설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거리조성

과 유희오락시설이 대단위로 건설되었다. 평양뿐만 아니라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빌딩외관을 현대화하고 도로 및 도로주변에 대한 미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희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소위 ‘건설의 대부흥기’로 강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대단위 건설사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징표로 선전되고 있으며 2012년 정권의 출범 이후 김정은이 수행

하는 현지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토

건설전략은 무엇인가? 특히 대단위 거리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의 제시하

는 연구질문이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첫 번째로, ‘전시(展示)적 공간’의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

의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 건설의 정치적 목적을 이해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북한의 공간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신년사와 로동신문을 분석하고 김정일정권 말기로부터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국토건설전략의 변화를 추적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평양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대단위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사회의 반응, 즉 북한주민의 인식

을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김정은 시대 추진되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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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 번째로, 북한은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대한 ‘전시(展示)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주민, 특히 지방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건설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북한은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을 평양에 집중시키고 

이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방(도시)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북한은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과정에서 사회동원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참여를 애국심의 척도로 강조하며 

원호사업을 추동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함에도 불구하

고 그 수혜는 일부 집권층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층부 주민들에게 귀속됨에 

따라 사회적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북한의 국토건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단순히 북한의 건설 인프라의 현황을 체계화하는 작업

을 넘어 물리적 조건과 정책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반응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북한의 국토건설전략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남북간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기반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북한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세 번째로, 북한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지원하

기 위한 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남북간 합의된바 있는 경공업·지

하자원 협력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이 남측에 지하자원으로 

상환하는 사업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진항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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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한국전쟁을 통해 황폐화

된 국토를 새롭게 재건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이 구축한 국토건설의 정형화된 

체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을 ‘도시미

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장에서는 김정은체제가 추구

하고 있는 ‘도시미화’사업의 목적과 한계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현황을 분석하고 그 목적과 한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고 김정은 시대 

국토건설전략에 따른 우리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안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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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을 ‘도시미화’사업1)과 유희

오락시설2)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체제의 등장과 함께 국토개발의 새로운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까지 주로 ‘인민생활향상’, ‘인민생활대고조’ 

등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

나 김정은체제가 등장한 2012년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대단위 주택건설과 유희오

락시설의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도시의 공원화와 산림복구사업이 강조되었다. 

북한에서 국토건설은 “국토와 자원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의미한다.3)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국토건설전략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거리조성

과 유희오락시설이 대단위로 건설되고 있다. 평양 뿐만 아니라 도소재지를 중심으

로 빌딩외관을 현대화하고 도로 및 도로주변에 대한 미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희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소위 ‘건설의 대부흥기’로 강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대단위 건설사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징표로 선전되고 있으며 2012년 정권의 출범 이후 김정은이 수행

한 현지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 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토건설

전략은 무엇인가? 특히 대단위 거리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미화사업과 유희

1) 북한에서 ‘도시미화’는 “도시를 아름답고 조화있게 꾸리며 깨끗이 거두는 일”을 말한다. 과
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352. <도시경 법>은 

도시미화사업을 도시의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거두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도시경 법(2006),” www.unilaw.go.kr (검색일: 2015.8.8.) 이 연구에

서 ‘도시미화사업’은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거리조성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 북한에서 유희장은 “근로자자들의 휴식과 오락을 위한 놀이시설이 모여있는 곳으로 큰 공

원의 유희구와 소공원, 아동공원들로 이루어진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1629.  이 

연구에서 ‘유희오락시설’은 북한이 도시의 공원을 중심으로 건설한 유희오락 시설 뿐만 아

니라 ‘휴양시설’과 ‘체육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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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시설의 건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의 제시하는 

연구질문이다. 

제2절 기존연구 검토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중점 추진분야 중 국토건설 분야를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연구는 첫째, 

북한의 공간(도시)구조와 사회(구성원)의 관계에 관한 분석, 둘째,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도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셋째, 북한의 국토개발과 한반도적 개발협

력에 관한 연구, 넷째, 국토건설 관련 법제연구 등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북한의 공간(도시)구조와 사회(구성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임형백

과 전상인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북한의 공간구조를 연구한 임형백은 북한에서 공간구조의 내부 변화

요인으로 개혁․개방 전략과 경제특구의 개발을, 그리고 외부 변화요인으로 동북아

의 체제전환, 두만간 유역의 개발, 그리고 중국의 성장과 환황해경제권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정치논리에 따른 인위적 공간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간구조가 병존함으로써 합리적 

공간구조로의 개편에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 다.4)

전상인 등은 평양의 수도계획을 분석하 다. 이들은 1980년대 후계자 김정일의 

등장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의 기념비 건축사업이 김일성 사망이후 대규모 국가의

례의 동원으로 변화하 으며 김정은체제 이후 유훈통치의 미명 하에 극장국가의 

면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 다.5)

정창무는 북한의 인구와 주거형태 분석을 통해 통일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

점을 제시하 다. 그는 수도권 인구집중이란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이 유사하나 

인구이동이 활발하지 않고 초혼연령이 매우 낮으며 19세 이하의 인구비중이 높고 

대가족 형태의 세대 비중과 세대 당 가구원수가 큰 점 등을 분석하고 남북의 통일

이 이루어질 경우 생활양식의 평준화란 측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평가하 다.6)

4) 임형백,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북한내부요인과 동

북아공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 1호(2010)
5) 전상인 외, “국가 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국토계획 제50권 1호(2015)
6) 정창무, “북한의 도시, 인구와 주택,” 대한토목학회지 제60권 3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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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도시건축과 공간구조에 관해 연구한 최윤경은 공간구문론의 방법

론에 기반하여 건축물, 나아가 도시의 공간이 어떻게 공간상호간, 그리고 사회구성

원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분석하 다. 특히 공동체의 권력과 문화가 집중된 

지점으로서 도시의 성격을 강조하 다.7) 북한의 도시건축과 사회의 조응이란 측

면에서 북한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라 하겠다. 

두 번째로,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도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경남대와 

동국대 연구팀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북한의 도시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접근은 동국대 연구팀과 최봉대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북한의 도시연구에 있어 도시사연구방법을 연구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는 3년간 “북한의 도시사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방법론 개발: 함흥․평
성의 비교도시사 연구토대 구축”을 주제로 토대기초연구를 진행하 다. 동국대 

연구팀은 도시공간의 시장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를 추적하 다.8)

최봉대는 북한의 도시연구에 있어 미시적 비교의 문제틀을 모색하고 도시의 

시장적 관계를 매개로 한 ‘국가-(시장)-사회’간의 다중적 상호관계를 제시하고 이

와 함께 도시 가구들의 사회 내적분화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9) 또한 

안재섭은 도시체계적 측면, 도시구조적 측면, 그리고 사회활동의 일상생활사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도시지리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3년의 연구를 통해 북한도시의 형성과 발전11),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12), 그리고 북한의 ‘도시정치’와 체제의 변화13)를 연구하 다. 

동 연구에서 북한 ‘도시정치’의 주요 특징은 사회주의 권력체제, 공장체제, 지역체

제라는 세 역이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불균등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진과 신의주, 혜산은 변경지역의 대도시라는 입지적 특성에 힘입어 대외 

교역창구로서 ‘시장형 교역도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는 이미 사회주의 건설

7)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서울: 시공문화사, 2003)
8) 고유환 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고유환 외,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9) 최봉대, “북한의 도시 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틀 모색과 방법적 보완 문제,” 현대북한연

구 제16권 1호(2013)
10) 안재섭, “북한 도시 연구를 위한 도시지리학의 주요 연구방법 검토,”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3호 2호(2013)
11) 최완규(편),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12) 최완규(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13) 최완규(편),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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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도시계획에 입각해 도시의  공간배치 및 인구구성

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제난 이후에 도시의 여타 경제적 기능은 마비

되거나 위축된 채 교역 기능만 이상 비대해진 결과라고 평가된다. 

북한의 도시에 관한 연구는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수도 평양에 관한 

연구로는 임동우, 김기혁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임동우는 평양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도시와 농업의 공생 개념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임을 강조한다. 

또한 평양의 공간구조 속에서 김일성 광장과 맞은편의 주체탑을 연결하는 축이 

미래에 발전 가능한 투자지역임을 제시하고 있다.14)

김기혁은 평양의 도로 지명을 통해 평양시의 도시구조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 

분석하 다. 그는 체제선전 내용을 담은 지명을 도로와 지하철에 그물망처럼 배치

시켰음을 지적하고 ‘지명의 정치’를 통해 사회체제를 선전하는 효과를 유발했다고 

주장하 다.15)

평양 이외의 대도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박희진은 함흥시 도시공간의 지배구

조를 분석하고 일상 속에 침투한 도시공간 전략과 도시 구조를 통해 인민들의 

생애사를 지배하고 탈주체적인 도시성을 구성했다고 강조한다.16) 또한 평성시의 

공간전략과 도시성 변화를 분석하고 경제난 이후 공간의 확장과 공간 기능의 다양

화, 공간 주체들의 비정치화를 통해 위성도시로서 평성시의 정체성이 개방도시로 

변화하 음을 분석하 다.17) 

세 번째로, 북한의 국토, 도시개발과 한반도적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는 조 진, 

이석기, 이상준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먼저 조 진은 남한과 북한의 토지정책과 

국토개발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한반도 통일토지정책의 관점에서 국토관리청과 

통일에 대비한 국토종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18)

이석기(산업연구원) 등은 산업 발전 잠재력이란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 다. 이들은 북한이 보유한 양질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수준을 경제특구 개발의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특구개발을 성공

14) 임동우, “평양의 도시계획,” 환경논총 제52권(2013)
15) 김기혁, “도로 지명을 통해 본 평양시의 도시 구조 변화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6권 3

호(2014)
16) 박희진, “함흥시 도시공간의 지배구조와 탈주체의 삶,”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a)
17) 박희진, “북한 평성시의 공간전략과 도시성 변화: 위성도시에서 개방도시에로,” 북한연구

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3b)
18) 조 진, 한반도 통일토지정책 (서울:(주)중앙경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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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의 사업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동력 공급여건을 크

게 개선할 것을 제기하 다. 또한 우리정부와 기업이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할 경우 

반민반관(半民半官)의 개발 방식이 적정하며 국제협력특구의 개발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 다.19)

이상준(국토연구원) 등은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의 주요거점 개발잠재

력을 분석하 다. 이들은 남포와 신의주(2011) 그리고 나선, 청진, 원산(2012) 등을 

분석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개발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제조업 중심의 발전모형에 적합한 도시의 우선 지원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20) 

김정은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해 연구한 박희진은 김정은 시대 도시의 기능화 

역할, 도시건설의 목표가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녀는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

고 있는 도시건설의 당면목표를 도시별 개방, 관광, 그리고 상품화의 추구로 요약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형적’ 변화에 치중한 최근의 변화는 북한이 강조했던 

도농격차의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생활의 합리적 배치 원친을 붕괴시

키고 있음을 강조하 다.21)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토건설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가 공민달, 김 삼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공민달은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를 연구를 국토의 이용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분석하 다. 그는 2000년대 북한의 부동산활동이 활발해주면

서 부동산 관련 법제의 제·개정이 잦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남북간 법제도 비교를 

통해 북한의 부동산 분야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2) 

김 삼과 이성연은 북한의 국토계획법을 분석하고 교저적인 법제구성으로 말미

암아 이데올로기적 국토계획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 다.23)  

19) 이석기 외,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특구, 경공업 및 IT 산업을 중

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2013)
20) 이상준 외,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2014); 이상준 외,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

잠재력과 정책과제 II,”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2012); 국토연구원,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I,”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2011)
21) 박희진, “김정은 체제의 도시와 도시건설- 개방, 관광, 상품화,” 평화학연구 제16권 1호

(2015)
22) 공민달,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국토이용계획과 관리 및 내국인의 국

유 부동산 사용관계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8권 2호(2012)
23) 김 삼, 이성연, “북한의 국토계획법,” 토지공법연구 제53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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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토건설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온 반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의 국토건설전략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 다. 특히 

북한의 국토건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도시의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향후 

남한의 북한개발지원의 측면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성

과와 한계로부터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을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북한에서 국토의 공간구조는 사회주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한 선전도구라 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전시(展示)적’ 도시로 

건설하 다.24)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을 분석함에 있어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적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을 분석하

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 연구는 ‘전시(展示)적 공간’의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의 ‘도시미화’

사업과 유희오락시설 건설의 정치적 목적을 이해하도록 한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은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사회주의강

성대국의 ‘선경’을 건설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과 달리 북한주민들은 

주체화되지 못하고 또 다른 동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북한의 공간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신년사와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조선건축｣ 등 공간자료를 분석하

고 김정일정권 말기로부터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국토건설전략의 변화를 추적

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평양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대단위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북한사회의 반응, 즉 북한주민의 인식은 어떠한지 분석하기 위해 탈북자를 대상

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한다.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자료는 1차자료로 활용

하기 보다는 북한주민의 단면적 인식을 확인하는 2차자료의 성격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한국전쟁을 통해 황폐화

된 국토를 새롭게 재건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이 구축한 국토건설의 정형화된 

24) 임형백 (2010), pp. 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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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을 ‘도시미

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장에서는 김정은체제가 추구

하고 있는 ‘도시미화’사업의 목적과 한계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현황을 분석하고 그 목적과 한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고 김정은 시대 

국토건설전략에 따른 우리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안해 보도록 한다. 

제2장 한국전쟁과 북한의 국토건설

제1절 한국전쟁과 국토의 사회주의적 개조

북한의 국토건설은 해방 이후 단행된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 조치에 기반하

고 있다. 북한은 1946년 3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통해 지주와 종교인, 그리고 

자본가의 토대를 해소하고 곧이어 <중요산업, 교통․운수․은행의 국유화에 관한 법

령>을 공포함으로써 사회주의 국토건설의 토대를 마련하 다. 1950년 6월 발생한 

한국전쟁은 북한의 국토건설에 있어 새로운 충격을 가하게 된다. 한국전쟁은, 역설

적으로, 북한의 파괴된 국토 위에 새로운 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북한의 국토는 미공군의 폭격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었다. 아래는 소련의 군사보고 내용이다. 

“조선에서 활동하는 미 제5공군은 다양한 기종의 비행기 2,4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비행기들은 집단이나 부대 전체 단위 혹은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

다. 최근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대규모 공습하라는 클라크의 명령과 관련하여, 미 

공군은 작전수행시 30대, 50대 심지어는 100대의 비행기를 동시에 출격시켜 공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군기는 도시뿐 아니라 외진 농촌에도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

다. … 폭탄투하 밀도는 도로 0.5km당 20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1분의 폭탄은 

450kg, 250kg, 100kg입니다.”25) 

25) 국사편찬위원회(편역), “중국인민해방군 총군사고문이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에게 보낸 

조선에서의 전투정보 보고서, No. 1/00737, 1952년 10월 20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 6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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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중폭격은 특히 개전과 함께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렸던 8개월 

동안 집중되었다. 개전 이후 북한의 급속한 남하를 저지하고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과 함께 전개된 2차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공중폭격이 핵심적인 저지작전으

로 수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인민군의 진군을 늦출 의도로 미군 지휘부는 1950년 12월 초부터 조선의 전선에

서 “네이팜”을 대규모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네이팜 폭격은 일반적으로 전장에서는 

진격하는 병력에 투하되었고 야간에는 전선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투하되었다. 미군

은 평양 남쪽에서 철수하면서 주거지들을 불태울 목적으로 “네이팜”을 대규모로 

사용했다.”26)

한국전쟁은 북한의 전국토를 파괴하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전쟁기

간 8,700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고하 다. 북한은 구체

적으로 2,800만㎡에 준하는 60여만 호의 살림집, 5,000여 개소의 학교, 1,000여 개소

의 병원과 진료소, 260여 개소의 극장 및 화관, 670여 개소의 과학연구기관 및 

도서관, 그리고 수천개소의 문화후생시설들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 다.27)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은 왜곡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극동공군의 자료에 따르면, 평양시의 75%가 파괴되었으며 이 외에도 청진 

65%, 해주 75%, 함흥 80%, 흥남 85%, 강계 60%, 사리원 95%, 원산 80%가 파괴되었

다.28) 한국전쟁 당시 미공군의 공중폭격은 북한의 주요 도시를 붕괴시켰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으로 미공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국토는 일본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그 위에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화를 진행하는 길을 터주었

다.29) 김일성은 한반도 통일을 가정하여 미루어온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을 전후복

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혹은 필요라는 정당성으로 강행하게 된다. 김일성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정을 일본제국주의시대의 비문명으로부터 현대적 

26)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서,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보고서, 1950년 6월 25일
-1952년 12월 31일 조선에서 미 공군의 전투행동에 대하여, 1953년 1월 27일”, 국사편찬위

원회 (2006), pp. 664-677.
2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7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75.
28) 548th RTS, “Bomb Damage Assessment of Major North Korean Cities,” File K720.323A. In 

Crane,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파주: 창비, 2013), p. 
377 재인용.

29) 차문석, “문헌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의 도시 역사,”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

법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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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이제 야만들의 폭격에 의하여 파괴된 도시와 읍 및 공장지대들을 복구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거 비문명적이며 특권계급의 이기적 목적에 부합되였던 퇴폐한

일본제국주의시대의  도시건설방식을 배격하고 근로인민의 생활에 편리하며 현대

적 문명생활에 적합하도록 도시와 읍들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30)

이와 같이 북한에서 전후복구사업은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진

행되었다. 이는 국토의 소유, 그리고 건설과 관리의 주체를 개인으로부터 전인민적 

소유, 즉 국가의 소유와 통제아래 귀속시키는 과정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개조는 중공업에 기반한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분야에서 소유와 노동의 집단화, 

그리고 자본주의적 소상품경제의 소멸을 핵심과제로 진행되었다. 

전후 토지소유와 노동의 집단화는 사회주의적 개조의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되

었다. 공업부분의 경우 전쟁이전 1949년에 국  및 협동단체의 총생산액이 전체 

공업총생산액의 90.7%로 국  및 협동화가 이미 상당부분 진전되어 있었다. 반면 

1949년 국  농목장과 농기계 임경소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성분이 농업 총생산액

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3.2%에 불과했었다.31)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 경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한 처분을 국가가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대부분의 저수지가 파괴된 결과, 관개 시설의 복구나 건설

을 위해서 대규모 농촌 노동력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노동력과 축력, 농기계와 농기구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전후의 상황은 

농업집단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32)

전쟁으로 농촌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짐으로써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국가의 물

적, 인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전쟁 시기에 많은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락함으로써 빈농층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 빈농층은 집단화 초기

에 집단화의 이행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지지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33)

30)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1953년 8월 5일),” 김일성 선집 제4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25.

3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결 보고(1956.4.23),” 서대숙(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I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110-111.

32) 김일성, “형제국가 인민들의 고귀한 국제주의적 원조(1953년 12월 20일),” 김일성 선집 제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88.
3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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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집단화는 당초의 예상을 넘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전시하의 

가혹한 조건 밑에서 노동력, 축력의 절대적인부족에 허덕이고 있던 빈농을 중심으

로 하여 전재민, 전쟁유가족, 군인가족 등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1954년 

봄 농기에 1091개(전 농호의 2.0%, 경지면적의 1.7%)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9-10

월에 3배 이상 증가하고 10월에는 4200개(전 농호의 10.9%，경지면적의 10.7%)로 

증가했다.34) 

“우리나라의 농업 협동화 운동은 1953-1954년 간의 경험적 단계에서 거둔 성과

들에 기초하여 1955년부터 대중적으로 급속히 장성발전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

니다. 이리하여 1956년 2월 말 현재로 우리 농촌에는 1만 4,651개의 농업협동조합

이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 농호의 65.6%와 농민들의 경지 면적의 62.1%

가 망라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들의 조직형태는 거의 전부가 제3형태로 되었는

바 전체 조합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35)

농업분야에서의 협동화는 도시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개인상공업의 기반은 농촌에서의 소상품생산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촌협동화가 일정수준에 다다르면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와 병행되어 이행되었던 것이다.36)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달리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원조에 기반한 바 크다. 소련은 전쟁

으로 붕괴된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10억 루블을 지원하 다.37) 중국 또한 전쟁이 

개시된 이후 3년 반 동안 지원된 물자와 자금을 무상으로 전환하 다.38) 북한은 

전후복구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중공업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공업

화를 추진하는 기반으로 활용하 다. 

34) 조선전사 제28권, p. 214. 
3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1956년 4월 23일)”, 김

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466.
36) 김일성, “농업 협동화의 승리와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에 대하여(1959년 1월 5일)”, 김일

성 선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358-365.
37)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2차 간부회 회의 의사록에서 발췌, 전쟁으로 파괴된 인민경제

의 복구 사업에 소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원조를 제공하는데 대하여, No. 22, 
1953년 8월 3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 
797.

38) 김일성, “형제국가 인민들의 고귀한 국제주의적 원조(1953.12.20),”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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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소상품경제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를 점차 사회

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지배적 지위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사

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낙후성을 퇴치하고 사회주의

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여야 한다. …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중심을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39)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은 또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데 활용되었다.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도시들을 ‘문명한 현대적 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다.40) 이는 농업과 공업, 그리고 상업분야에서 진행된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국토의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전후 북한의 국토건설전략

1. 북한에서 국토건설의 주요 특징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물질적 

지원에 기반하여 파괴된 국토를 재건하 다. 전후 북한에서 재건된 국토는 사회주

의적 성격에 북한의 특수성이 가미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토건설의 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적 

국토건설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통합내지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

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하에서 도시와 농촌을 대립개념으로 보고 도시

의 자본가들이 노촌의 농민과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비판하 다. 그들은 도시와 

농촌이 종속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인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하 다. 둘

째, 사회주의 도시는 반(反) 대도시적 이념을 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도시악의 구조적 모순이 무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과정 속에서 자본가들의 이기심

만 충족시킨 결과라고 비판하 다. 그들은 국가의 개입과 규제 속에 계획적인 도시

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41) 

사회주의 도시의 성격은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산업

39)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1955년 4월)”,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205.

40) 김일성, “형제국가 인민들의 고귀한 국제주의적 원조(1953년 12월 20일),” (1960), p. 63.
41)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 (서울: 보성각, 2004),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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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고도화 될수록 도시는 농촌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 도시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갈등구조가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는 도시규모의 

억제로 나타났던 것이다.42)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토건설에서 도시와 농촌간 균형

개발은 핵심적인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렇다면 전후 북한에서 국토건설, 특히 

파괴된 도시의 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해방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주요 도시들은 주로 해안을 끼고 X자 형태로 발전하

는데, 이는 일본의 대륙진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북한지

역의 주요도시 또한 경의선을 따라 개성-평양-신의주를 한 축으로 하고 원산-함흥-

성진-청진-나진의 축이 서울에서 만나는 V자 형을 이루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김일성은 한국전쟁 이후 국토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동서양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

패턴을 바꾸어 내륙지방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전략을 추구하 다. 해안중심도시

에서 내륙중심도시로 도시정책이 바뀐 것이다. 평성, 구성, 희천, 만포, 강계, 혜산 

등이 새롭게 구획된 자강도와 양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함경남도에 단천과 신포

가 건설되었다. 이것은 내륙지역에 중공업을 배치하여 군수산업을 육성하 던 국

방전략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43)

북한은 약 서른 개의 도시가 고르게 분포된 형태로 발전하 다. 평양을 비롯하여 

함흥, 청진 등 북한의 10대 도시의 인구가 북한 전체인구의 30%에 불과하며 기타 

20개 도시와 농촌지역에 70%에 해당하는 인구가 분포되어 있다. 북한이 도시의 

편중현상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신발제조업이나 섬유산업과 같은 산업들이 

대체로 국토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44)

북한은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국토개발의 원칙아래 도시화를 

억제하는 개발정책을 취해왔다. 이는 소도시의 건설이란 형태로 진행되었다. 북한

은 도시가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상하수도를 놓기 힘들고 도시 공급사업도 어려워

지며 교통이 번잡해지는 것과 같은 불편과 결함을 극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도

시 형태의 도시를 여러 곳에 건설하는 것은 지역적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해소할 뿐 아니라 지방의 모든 경제적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동원,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하 다.45)

42) 임동우, “사회주의 도시의 교훈,”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 (서울: 담디, 
2014), pp. 202-203.

43) 김원 (2004), pp. 237-239.
44) 임동우, “North Korean Atlas,”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 (서울: 담디, 

2014),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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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규모를 크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규모를 크게하며 도시에 인구

를 집중시키는 것은 18-19세기에 하던 낡은 자본주의적 방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에서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지금 일부 일꾼들은 도시의 규모를 될수록 크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시의 규모가 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합니다. 상하수도를 놓기도 

힘들고 공급사업을 하기도 어려우며 교통도 매우 번잡하여집니다.”46)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도시와 마을은 중앙에 위치한 정치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를 따라 도시공간이 확장되는 단핵구조를 형성한다.47) 북한의 도시 

또한 자생구조를 갖추도록 계획되었다. 북한의 도시는 단순히 주민들이 생활권이

나 소비서설만이 아니라 생산 역, 즉 제조업 등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농경지역도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자생 단위, 독립적인 세포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 

도시는 도시 역과 농촌 역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농촌은 단순히 

도시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화를 억제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

다.48) 북한의 도시는 자기완결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핵의 구조하

에 내적 통합력과 응집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49)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이념이 추구하는 단핵구조를 넘어선 도시의 자생적 구조는 전후 국토

의 재건과정에서 휴전체제의 특성, 즉 군사적 전략 또한 반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후 북한의 국토재건과 관련하여 도시의 재건과 함께 중요한 특징은 ‘군(郡)’을 

중심으로 국토의 거점을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전선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재형성된 이후인 1952년 12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 다. 북한은 기존의 면단위 

제도를 없애고 168개의 군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하 다.50) 북한은 한 개의 

군에 평균 20개의 협동농장과 15만 정보의 경지, 농업에 봉사하는 국 기업과 평균 

10개의 지방공업과 기업소, 1-2개의 중앙공업소를 배치함으로써 군을 ‘지역거점’

으로 구축하고자 하 다.51)  이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의 

45) 리화선 조선건축사 Ⅲ (서울: 발언, 1993b), p. 49.
46) 김일성,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4년 2월 10일)” 김일성저작집 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73.
47) Sailer-Fliege, U, “Characteristics of post-socialist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Central Europe,” 

GeoJournal, Vol.49 No.1(1999), p. 8.
48) 임동우, “사회주의 도시의 교훈,” (2014), pp. 199-202.
49) 박희진 (2013b), p. 229.
50) 김원 (2004), pp. 216-217.
51) 김양손, “사회주의 농촌건설에 있어서 문제점,” ｢근로자｣ 7(1964), p. 7. 임형백 (2010), p. 

27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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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촌형의 도시전원생활’이 서로 접합된 공간적 단위인 ‘군(郡)’을 중심으로 

국토의 거점을 재설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국토의 거점을 사회주의적 성격이 투 된 공간으

로 재구성하 다. 또한 1970년대를 거치며 김일성 우상화 건축물과 광장을 도시와 

마을의 중앙에 배치하는 ‘주체형’의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52) 북한의 획일화된 

권력체계라 할 수 있는 유일지도체계는 수직적으로 통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단절된 국토공간 하에서 작동하게 된다. 사회주의적 일반성에 한반도 

분단체제의 구조와 북한에서 김일성의 우상화라는 특수성이 종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국토건설에서 상징체계의 구축

모든 권력체제는 자체의 존속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물질적이나 감정적, 이상

적인 동기에 호소하게 된다. 특히 정치권력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수행되는 상징과 

의례는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통이나 정통이념, 즉 이데올로기로 구성

된다.53) 북한은 전후 한반도 휴전체제하에서 항일, 항미의 역사와 김일성의 우상화

를 국토건설에 투 한 상징체계를 구축하 다. 

북한의 정치, 사상, 군사 등 국가구성의 모든 부분에서 그 기원은 항일혁명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되며 김일성에 의해 완성되었다. 북한은 전후 이와 같은 상징체

계를 국토건설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로 구축해 나갔다. 북한은 1953년 백두산 보천

보 지역을 시작으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역사발굴을 본격화 하 고, 그 공간에는 

기념탑, 동상, 기념비 등 조형물을 세워 상징적 공간, 즉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를 건설하 다.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는 북한에서 ‘혁명전통’의 정당성을 강화

하고 지속시키는 상징적 공간으로 김정일이 당내 정치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건설이 본격화되어 1970년대에는 김일성이 활동한 흔적이 있는 지역은 

모두 혁명사적지로 발굴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신설되고 있다. 혁명

전적지와 혁명사적지는 북한에서 당원과 근로자,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혁명전

적지 달리기>,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등의 답사행군을 통해 공산주의

자로 육성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54)

52) 리화선, 조선건축사 Ⅲ (서울: 발언, 1993b), p. 29.
53) 조은희, “북한의 상징적 공간과 국가의례,”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 (서

울: 담디, 2014), p. 94.
54) 혁명사적지는 “수령 또는 탁월한 혁명가의 혁명활동과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며, 

혁명 전적지는 “혁명군대가 적들과 맞서 싸운 전투가 진행된 자취가 깃들어 있는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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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특히 1960년대를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로 규정하고 기념비적 건

축물들을 건설하 다. 특히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에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건

설함으로써 유일사상체계를 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교양의 장으로 활용하 다. 

특히 1967년 5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이후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 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 만경대, 칠골, 봉화리, 보천보, 

삼지연, 청봉, 고산진, 용포리 등에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들이 건설되었다.55)

이와 같은 정치적 상징공간은 북한의 도시와 마을에서 핵을 이루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주의 도시의 일반적 특징은 중앙의 정치행정공간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도로와 철도를 따라 도시공간이 구성된다는 점이다.56) 

 “도시중심부에는 해당 사회의 지도사상과 지도이념, 계급적 성격이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사회의 계급적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한 도시중심부의 중심주제는 바뀌여

질 수 없으며 바뀌여져서는 안 된다.”57) “평양시 도시중심부의 건축미학적 특징은 

…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과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긍지로운 인민으로 부러움 없이 살며 일하는 우리인민의 행복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58)

북한 도시의 상징공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광장의 방향성으로 나타나는 

도시의 축, 공공건물 등으로 나타나는 대규모 상징 건축, 그리고 김일성동상이나 

체제의 선전을 위한 조형물 등이다.59) 도시의 입구와 중심을 연결하는 가로를 도시

의 구성축으로 하며, 이 축을 근거로 상업 및 서비스기능, 문화기능, 사상교양기능

을 도시의 핵심지역에 배치하도록 하 다. 북한의 도시공간구조가 단핵적 특성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60)

북한은 특히 김일성의 동상 등 각 종 건축구조물이 “조형적 처리를 통하여 사람

들을 고양하며 예술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함을 강조하고 있다.61) 북한

의미한다. 조은희 (2014), pp. 95-98.
55) 리화선 (1993b), p. 29.
56) Sailer-Fliege, U, (1999), p. 9.
57) 김정일, 건축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17.
58) 김혜선, “사회주의문명도시의 본보기 평양시중심부의 건축미학적 특징,” ｢조선건축｣ 2014

년 3호, pp. 10-11.
59) 임동우, PRAUD, “북한 주요 도시의 공간 구조와 다이어그램,”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

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p. 21.
60) 김원 (2004), p. 241.
61) 김정일 (1992),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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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김일성 동상을 중심으로 도시구성체계를 완성하 다. 김일성 동상은 “도시중심

의 가장 경치 아름다운 높은 언덕 위에 혹은 중심광장”에 세워졌다.62) 김일성 동상

과 함께 사회주의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공간은 광장이다. 

 “광장은 중요한 정치, 문화적 행사들이 진행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광장은 우리

나라 사회제도의 우월성,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이 건축적으로 잘 형상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건축형상적 목적을 달성하자면 우리나라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반영

한 건축물을 배치하며 그것들을 기념성이 강조되면서도 인민대중에게 친근감이 안

겨지게 형성되어야 했다.”63)

이와 함께 광장의 주변은 사회주의 성격이 가미된 공공건물로 구성되어 구성원

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교양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64) 실제로 북한의 일

상에서 각종 기념일이 매달 존재했고 개별 구성원은 소속단위의 특성에 따라 기념

일에 맞춰 김일성의 동상을 중심으로 군중대회를 진행하 다.65)

북한은 1970년대 이후를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와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공고화된 시기로 전국

적으로 큰 규모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건설되었다. 1971년에 무산지구전투승리

기념탑이 건립되었고 1972년 4월에는 평양 만수대언덕 위에 만수대대기념비가 

건립되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창건 30돌을 맞은 1975년에는 왕재산에 대기념비가 

세워졌고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돌을 맞아 1979년 삼지연에 대기념비가 건립되었

다. 또한 1982년 4월에는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하여 평양에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이 건설되었다.66)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는 소위 ‘수령 생위업’을 건축을 통해 상징공간을 강조

해 왔다. 이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 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는 두 전대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통치기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67)

62) 리화선 (1993b), p. 37.
63) 리화선, 조선건축사  Ⅱ (서울: 발언, 1993a), p. 349.
64) 김일성,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1956년 1월 30일)”,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365-367.
65) 탈북자 인터뷰 F(청진출신)
66) 리화선 (1993b), p. 127.
67) 황재평, “수령 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건축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한 위대한 업적,” ｢조

선건축｣ 2006년 1호,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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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국토공간, 특히 도시와 마을은 ‘사상교양의 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 때문에 도심의 중심부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혁명 

사직지나 기념건축물이 배치되었다.68) 북한에서 도시건축은 “사람의 생활과 활동

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수단”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69)

3. 혁명의 수도 평양의 건설과 지방에서의 도시 건설

북한은 전후 도시의 규모를 억제하는 국토건설전략을 펼쳐 왔으나 평양은 이와 

같은 개발원칙을 벗어나 있는 유일한 도시라 할 수 있다. 평양은 “조선인민의 심장

이요, 사회주의 조국의 서울이요, 우리 혁명의 발원지”로 여타 도시와 다른 정치적 

의미가 강조되었다.70) 소련이나 동유럽, 그리고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들과는 달리 평양은 전시파괴로 인해 기존 도시조직과의 마찰을 겪지 않고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다.71) 

무엇보다도 북한은 평양을 사회주의 ‘국제도시’, ‘공원 속의 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대도시화의 억제라는 스스로의 원칙을 깨고 ‘전시적’ 공간으로 ‘기념비

적’ 건축물들이 들어선 도시로 건설하 다. 이들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평범한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 크기와 방대한 수의 양적 규모가 강조되었다. 규모가 방대하여야 

기념비적 건축물로서의 품격을 갖출 수 있고 사상적 내용을 잘 반 할 수 있다는 

것이다.72)

북한은 기념비적건축물의 상징으로 대동강변을 사이로 건설된 인민대학습당과 

김일성광장, 그리고 주체사상탑을 강조하고 있다. 평양의 상징공간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68) 대한토목학회(편),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 (서울: 보성각, 2009), pp. 31-32.
69)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1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 548.
70) 김일성,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1958년 12월 25일),” (1960), p. 158. 이윤하는 연극무

대와 같이 건설된 평양의 건축물들이 남북간 경쟁상황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통해 국력을 

표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하, ”김정일 시대의 북한건축은 어떻게 탄생하 나?”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 (서울: 담디, 2014), p. 396.

71)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파주: 효형출판, 2011), p. 69.
72) 최웅술, “건축창조에서 시점문제해결의 본보기,” ｢조선건축｣ 2006년 2호,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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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양의 상징공간

※ 출처: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 (서울: 담디, 2014), pp. 290-291.

김일성 광장을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탑을 대동강변 넘어 

인민대학습당과 김일성광장 주석단과 일직선상에 위치시킴으로써 상징성을 극대

화 하 다.73) 평양의 중심부인 김일성 광장에서 중요 경축일에 맞춰 진행되는 대규

모의 국가행사를 통해 인민들은 이러한 상징적 행사 속에 주인공 혹은 관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징적 국가의례를 통해 북한이라는 사회를 수령과 국가

(당), 인민들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믿음체계로 재생산하 던 것이다.74) 

북한에서 도소재지와 지방의 중소 도시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평양과 달리 도시의 규모가 억제되었다. 그래야 도시의 운 도 편리하고 도시와 

농촌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75) 전후 지방도시의 재건은 초기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1국(國) 1도(都)’라는 

슬로건을 통해 동유럽의 각 국가가 하나의 도시를 선쟁해서 재건을 하거나 원조했

73) 오대형, 하경호, 당의 령도 밑에 창작건립된 대기념비들의 사상예술성 (평양: 조선미술출

판사, 1989), p. 132.
74) 전상인 외 (2015), p. 34.
75) 김일성,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4년 2월 10일)” (1982),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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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예를 들면, 함흥은 동독이 재건을 지원하 으며, 청진은 폴란드, 신의주

는 당시 전후 주둔하고 있던 중국인민지원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도시재건이 이루

어졌다.76) 또한 루마니아는 순천의 아스피린공장, 불가리아는 원산의 벽돌공장과 

평양의 목제품제조공장, 그리고 체코는 덕천의 자동차 수리공장 등 개별 공장의 

건설에 원조하 다.77) 

김일성은 전후 파괴된 도시를 복구함에 있어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그리고 

건재생산의 공업화와 건설의 기계화를 강조하 다. 북한은 1956년 당중앙위원회

의 결정으로 콩크리트 ‘블럭’을 활용한 조립식 건설방법을 추진하 다.78) 북한은 

전국적으로 구조간격, 경간, 층고들을 통일시키며 구조부재들(대형블럭, 창사이블

럭, 창밑블럭, 문미블럭, 대형판벽, 층막블럭)을 규격화하 다.79) 또한 건설에 필요

한 건설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자원의 동원을 강조하 다.

북한의 도시화율은 1950년 31%에서 1960년 40.2%로, 1970년 54.2%로 높아졌다. 

다만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둔화되면서 2010년 60.2%로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2010년을 현재로 북한의 도시화율은 남한(약 90%)이나 선진국(75%)보다 낮으며 

개발도상국의 평균 도시화율(40%)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양의 인구

는 2015년 현재 325만 5천명이며 이 외에 남포 98만 3천명, 함흥 66만 9천명, 청진 

66만 8천명의 순이다.80) 대신 당시까지 개발이 지체되었던 내륙지역의 단천, 평성, 

안주, 온성, 맹산 등이 신도시로 건설되었다.81)

지방의 도시와 마을의 공간구조는 평양과 마찬가지로 상징공간을 핵으로 하는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함흥은 함흥대극장을 중심으로 공원과 기념탑이 상징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진은 김일성 동상으로부터 항구까지 이어지는 1.7km

의 거리를 중심으로 상징공간이 형성되었다. 마찬가지로 개성은 김일성 동상으로

부터 시작되는 통일거리를 중심으로 정치행정,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다.82)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위기는 지방의 도시화가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신의주와 청진 등의 도시에서 추진되던 신도시 건설은 중앙지

76) 차문석 (2014), pp. 263-264.
77) 박종철, “한국전쟁 이후 북한 재건을 위한 동유럽 국가의 원조에 관한 일부 자료의 소개 

및 검토,” 중동유럽한국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p. 56.
78) 김일성, “건설 분야에서 당 정책을 관철할 데 대하여(1957년 10월 19일)”, 김일성 선집 제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190-196
79) 이왕기, 북한건축 또 하나의 우리 모습 (서울: (주)서울포럼, 2000), p. 37.
80) 이상준 (2014), pp. 16-17. 
81) 차문석 (2014), p. 270.
82) 임동우, PRAUD (2014), pp.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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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부족과 자재·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는 ‘선택(평양)과 배제(지방도시)’라는 특

성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83)

제3절 국토건설에 관한 법제의 정비84)

북한에서 국토건설에 관한 주요 법제로는 <토지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

법>, <건설법>, <도시경 법> 등이 있다. 북한은 1977년 토지법 제정 이후 2000년

대 국토건설 관련 법제를 새롭게 정비하 다. 국토건설 관련 법제의 제·개정 현황

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국토건설 관련 주요 법제 현황

법   제 제      정 개      정

토 지 법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

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803-1호

국토계획법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2호

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742호

도시계획법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6호

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2호

건 설 법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0호

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2482호(제5차)

도시경영법
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 결정 제14호

200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1968호(제4차)

※ 출처: 공민달,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국토이용계획과 관리 및 내국인의 

국유 부동산 사용관계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8권 2호(2012)

1. 국토건설 및 관리의 주요 원칙

북한은 국토건설의 주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기념비적 건축물, 그리고 역사유적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법 제11조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전지를 원히 보존”하도록 규정하

83) 장세훈, “체제전환기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전망,” 최완규(편)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p. 323.
84) 이 절에서 국토건설에 관한 개별 법조문은 장명봉 편, 2015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

구회, 2015),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www.unilaw.go.kr를 참고하여 직접인용 하 다. 



464 신진연구논문집

고 있으며 토지법 제17조과 도시계획법 제12조 또한 동일한 조항을 두고 상징공간

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장소에는 각종 동상과 건물, 기념탑, 기념비, 그리고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징공간의 구보존은 국토의 건설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제한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85)

두 번째로, 국토건설에 있어 도시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계획법 

제12조는 “도시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인구 도, 건축 도를 줄이며 큰 도시주변

에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토지법 제15조, 국토계

획법 제11조와 건설법 제11조 또한 동일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는 나라의 기본도로와 철도는 도시중심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 다. 

이와 같이 도시화를 억제하는 규정은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주의 

국토건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건설에 있어 입체성과 비반복성, 그리고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전후건설의 과정에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할 것을 제

기하 다.86) 김일성은 건축예술을 창조함에 있어 “민족적 특성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구현하는 것으로 강조하 다.87) 건설법 제 11조는 건설에 있어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며 입체성과 비반복성, 통일성을 보장하고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

의 형식을 대상별,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물배치를 울타리식으로 하지 말며 거리쪽으로 건물과 건물사이

로 건물 뒤쪽이 환히 들여다보일 수 있게 하여 도시형성상 입체감을 강조하고 

있다.(건설법 제11조)88) 국토건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건설이 아닌 국가의 

이념과 미학의 관점이 투 된 자연과 사회공간의 개조행위이다. 

네 번째로, 국토건설에 있어 농경지의 보호와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토지법 

제15조와 국토계획법 제11조는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법 제17조와 국토계획법 

제11조는 환경보호와 공해의 방지, 동식물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건물사이

에 녹지구획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

85) 김 삼, 이성연 (2011), pp. 147-148.
86) 김일성,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1956년 1월 30일),” (1960), pp. 358-365.
87) 김일성, “전후복구건설에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임무(1954년 3월 26일),” 김일성저

작집 제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54-355.
88) 김정일은 건축예술론을 통해 건축창조에서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제시하 다. 기

존에 ‘표준설계’의 획일적 적용을 비판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목적, 즉 혁명

적 수령관의 철저한 반 이란 정치사상적 성격은 더욱 강조되었다고 하겠다. 김정일 

(1992),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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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해를 막고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12조, 

건설법 제11조) 이와 관련하여, 공장, 기업소, 도로건설 등은 산기슭이나 산비탈, 

그 밖에 농경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 다.89)

다섯 번째로, 북한에서 국토관리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고양하는 사업으로 

김일성의 항일혁명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상징체계를 지속·강화하고 인민을 사회

적 구조 속에 통제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전인민적인 국토관리의 원칙을 

통해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토를 아끼고 

사랑하며 국토관리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 다.(국토계획법 제7조) 북한은 

“올바른 건설정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건설, 항만건설, 관개건설 같은데 큰 힘을 

넣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건축물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살림집, 시설물을 수

많이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건설법 제2조)

추가적으로, 북한은 경제발전전망과 실리를 타산하여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고려하여 건설방향과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건설법 제11조, 국토계획법 제11조, 도시계획법 제12조) 또한, 북한

은 국토건설에 있어 국방상의 요구를 수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11조)(도시계획법 제12조) 이는 전시상황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업, 기업소를 분

산배치함으로서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운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90) 

이상 북한의 국토관련 법제들은 무엇보다도 상징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국

토건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국토건설 계획의 수립과 이행

국토건설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관련 법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로, 북한에서 국토의 건설은 국토건설총계획91)에 따라 중앙으로부

터 지역으로 체계화된 구조에 의해 수립·이행된다. 이는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당의 정책적 요구를 반 하기 위한 국토건설체계의 핵심적 요소로 강조된다.92) 

89) 조길현, “국토건설총계획과 그 작성에 지켜야 할 원칙,” 김일성종합대학보 철학·경제학
2007년 제1호, p. 51.

90) 조길현 (2007), p. 53.
91) 국토건설총계획은 기존에 <토지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

서 국토계획의 내용이 세분화 되었다. 공민달 (2012), pp. 408-409.
92) 리주민,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과 승인, 집행에서 나서는 법적 요구,” 김일성종합대학보 

력사·법학 2005년 제3호,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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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

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을 말한다.(토지법 

제14조) 북한은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고, 도시의 

규모를 크게하지 않으며, 지역의 기후풍토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의 경제발

전전망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지속해 왔다.93) 

두 번째로, 북한에서 국토건설사업의 심의와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

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계획총계획, 그리고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국토건설총계획이 포함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

요지구의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토지법 18

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

관이 작성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 국토환경

보호기관이 작성한다.(국토계획법 제10조) 기타 도, 시, 군의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 인민회의에서 심의·승인한다.(국토계획법 제21조) 구체적으로 시급도

시총계획과 중요대상의 도시총계획은 내각이, 읍총계획과 시급도시, 읍의 세부계

획, 구획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그리고 노동자구,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

획계획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심의, 승인하도록 하 다.(도시계획법 제24조, 

25조, 26조) 

세 번째로, 국토계획94) 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

도기관이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토계획법 34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은 토지와 하천정리, 산림조성, 도로와 중소형발전소건설 같은 사

업을 시(구역), 군의 국토건설총계획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36조) 

국토계획법(제37조)에 따르면,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행정기관은 국토

계획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하에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

권기관이 하게 된다.(도시계획법 41조)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를 발급받고 해당 인민위원회와 건설 및 도시경  문제를 협의하게 

93) 김일성,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4년 2월 10일)” (1982), pp. 172-173.
94) 국토계획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건설하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기 위

한 근본 담보이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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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중요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내각의 비준을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이 발

급하게 된다.(도시계획법 제33조)

네 번째로, 건설총계획은 “건설대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건설하

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건설총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세운다.

(건설법 제10조) 건설총계획은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으로 나누어 세운다.(건설법 제12조)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설총계획은 

내각이, 그 밖의 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하도록 하 다. 

3. 도시 및 마을의 건설과 관리

도시 및 마을의 건설과 관리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경 법>, 그리고 <건설법>

에 준하여 집행된다. 북한에서 도시계획은 “도시와 마을계획 역의 토지를 이용하

며 건물, 시설물, 록지 같은 것을 건설, 개건, 정비하는 것과 관련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2조)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계획이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면 도시계획은 중단기적이고 도시와 마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구체계획이라 할 수 있다.95) 도시경 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있게 꾸려나가는 중요한 사업”으로 정의된다.

(도시경 법 제1조) 여기서 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유원지 그리고 기타 

교통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들을 의미한다.96) 

북한에서 도시와 마을의 건설과 관리에 관련한 법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북한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킴으로써 도시와 마을을 균형있게 건설함

을 강조하고 있다.(토지법 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도시경 사업은 “도시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흥겹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봉사사업”으로 규정된다. 특히 북한에서 주택은 도시경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되어 왔다.97)

두 번째로, 북한에서 도시와 마을의 건설사업은 상급단위에서 발부된 서류를 

통해 이행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건설명시서를 

95) 공민달 (2012), p. 417.
96) 김일성, “도시경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년 9월 5일),” 김일성저작집 16권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325.
97) 김일성, “도시경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년 9월 5일),” (1982), 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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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건설위치지정서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건설명시서는 국가건설감독

기관이 발급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내각이 발급한다.(건설

법 제15조)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에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구현하고 설계를 건설대상별,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 다양한 형식으

로 하며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건설법 제21조)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건설법 45조) 북한은 건설부

문에서 구획정리를 끝으로 건설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부터 도시경 부문에서 해

당 건물과 도로 등을 관리하도록 하 다.98)

세 번째로, 도시와 마을에서 진행되는 건물의 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뉘는데 대보수와 중보수는 건물(협동농장)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이 하며 소보수는 건물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도시경 법 제12조) 북한은 도시의 도로, 하천의 정리상태를 도시의 문화발

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척도로 규정하고 있다.(도시경 법 제31조) 기관과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의 도색을 서로 대조되게 하며 퇴색된 건물, 시설물, 운수수

단을 제때에 도색하여야 하며 거리, 유보도, 공원의 가로등, 전기장식등, 소개판, 

간판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도시경 법 제50조) 북한은 전용도로와 중요하

천의 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도록 한다.(도시경 법 제32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각각 분담된 구간의 도로를 관리·보수하여야 한다.(도시경

법 제34조) 

네 번째로, 북한은 도시와 마을에서 녹지면적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경

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

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한경을 조성하여야 

한다.(토지법 53조) “원림조성을 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

의 문화휴식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된다.(도시경 법 

38조)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 기관은 도시와 마을의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과 

유원지를 꾸리고 관리·운 하도록 하 다.(도시경 법 제40조) 북한은 “국가는 거

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거두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4월과 10월

을 도시미화월간으로, 매달 첫번째 일요일을 도시미화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도

시경 법 제46조) 북한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위생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의 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운 하고 있다.99) 

98) 구획정리는 울타리와 도로포장, 물도랑 등을 치는 등 건축물의 구획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뜻한다. 김일성, “도시경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년 9월 5일),” (1982),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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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미화법>, <공원유원

지법> 등 관련 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3년 5월 <도시미화법>

을, 그리고 동년 7월 <공원유지법>을 제정하고 평양시에서 주요 도로에 잔디 깔기, 

건물외장재 바르기, 울타리 보수, 구획 정리, 보도블럭 깔기, 하천 원림화, 논과 

강안 정리, 공원 조성 등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하 다고 한다.100)

제3장 김정은 시대 ‘도시미화’ 사업의 목적과 한계

김정은 시대 ‘도시미화’사업은 평양에서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거리조

성사업과 지방의 도시와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미화와 산림화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체제 말기에 추진된 만수대지구 살림집(창전

거리) 건설이 2012년 6월 완공한 이후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거리 조성사업을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하 는데 2013년 3건, 2014년 3건, 그리고 2015년에는 최근 

완공된 미래과학자 거리 등 2건 등을 완공하 다.101) 

제1절 김정은 시대 ‘도시미화’ 사업의 목적

1. 김정일 정권 말기(2010-2011)의 도시미화사업

지방의 도시와 마을에서는 인민생활향상과 도시녹화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등 

일반적인 도시미화사업이 강조되었다. 지방에서 도시미화사업에 관한 기사를 보

면, “온 나라를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자,”102)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내 조국강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자”103) 등 도시미화사업과 ‘사

회주의선경’을 동일화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말기에 중점적으로 강조된 건설사업은 희천발전소와 같은 산업시설

이었으며 경제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인민생활향상의 구호가 가장 강조되

었다. 

99) 공민달 (2012), p. 429.
100) 박희진 (2015), p. 170.
10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로동신문 2012년 1월 - 2015년 8월
102) ｢로동신문｣ 2011년 3월 3일자 1면
103) ｢로동신문｣ 2011년 7월 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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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였다. 이해에 

인민생활대진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21세기 경제강국의 강력한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였다. … 희천발전소를 비롯하여 2012년의 대축전에 드리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도처에서 일떠서고 새로운 대진군의 기치인 함남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속에서 수많은 경공업공

장들이 개건완비되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새 세기 표본으로 되는 현대화된 축산, 

양어,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들이 일떠섰다.”104)

2010년과 2011년 북한의 신년사는 인민생활향상을 강성국가건설의 최대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2010년 로동신문에 게재된 인민생활향상에 관한 기사는 총 27건이

었으며 2011년에는 82건으로 증가하 다.105) 북한의 2010년 공동사설은 경공업과 

농업에 주력하여 인민생활 향상의 결정적 전환을 달성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106) 

또한 2011년에는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를 제시하고 2011년을 강성대

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 해로 강조하 다.107) 

동 시기 인민생활향상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를 보면, “경공업혁명의 불길 

드높이 인민소비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자,”108) “모두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

대국 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에로!”109) “선군천리마를 타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

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110) 등 인민생활향상을 강성대국건설의 중요과제로 제

시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의 상징적 징

표로 창전거리(만수대지구)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김일성 탄생 100돐을 맞

아 선전선동의 상징으로 제시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10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2012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2), p. 30.
105) ｢로동신문｣ 2010년 1월-2011년 12월
106)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2010년 1월 1일자 1면

107)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2011년 

1월 1일자 1면
108) ｢로동신문｣ 2010년 7월 12일 1면
109) ｢로동신문｣ 2011년 1월 3일자 1면
110) ｢로동신문｣ 2011년 6월 14일자 1면



471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문명수준에 맞는 거리건설의 본보기가 될 만수대지구건설

은 주체건축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루새기게 될 것이다. … 당이 정해준 

목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해가는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만수대지구는 혁명의 수도 중심

으로서의 면모를 온 세상에 자랑떨치게 될 것이다.”

2010년과 2011년에 고층주택 거리의 조성을 포함하는 ‘도시미화’사업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2010년 총 27건으로 이 중 8건이 창전거리 건설사업에 관한 

기사 다. 2011년에는 총 84건으로 증가하 는데 이중 35건이 창전거리 건설사업

에 관한 기사 으며 수림화, 원림화 사업(도시녹화사업)에 관한 기사가 22건으로 

이는 전국차원의 기사가 대부분이었다.111) 고층주택 거리의 조성을 통한 상징적 

공간의 창출은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2. 김정은 시대 ‘도시미화’사업의 제기

북한의 도시건설은 미학의 관점이 투 되어 있다. 도시의 건설은 바라보는 시점

에 따라 미학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비적 건축물과 주택, 거리 등을 구성하

게 된다.112) 김정일은 건축예술론을 통해 건축의 예술적 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건축은 “조형예술적인 형상과 실용적인 입체공간을 통하여 인간생활

을 반 하며 사상예술성을 표현”하는 행위이다.113)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각적 효과를 통한 만들어진 모형으로서 ‘사회주의 선경’

이 강조된 도시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달리 최대한 용적률을 맞춰야 한다

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형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114) 이 연구에서 

‘도시미화’사업의 범위에 고층주택 거리의 조성 등 도시에서의 건설사업을 포함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2012년과 2013년 국토건설전략을 담은 노작과 서한을 발표하 다. 김정

은은 2012년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형식으

로 노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111) ｢로동신문｣ 2010년 1월-2011년 12월
112) 김혜선, “사회주의문명도시의 본보기 평양시중심부의 건축미학적 특징,” ｢조선건축｣ 2014

년 3호, pp. 10-11.
113) 김정일, (1992), p. 97.
114) 임동우, “북한건축과 유형,”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 (서울: 담디, 2014), 

p.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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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데 대하여”를 발표하 다.115) 북한은 또한 건국 이후 처음으로 2013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을 진행하 다. 김정은은 건설부문일군대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2012년 발표한 노작에서 강조한 사회주의강

성국가 건설에서 건설부문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 다.116)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건설에 있어 건설부문이 ‘혁신의 봉화’로서 그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국토건설사업을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과 문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 다. 이와 같은 건설을 통해 인민

들이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다.117)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

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

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118)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국토관리와 환경분야에서 전향적으로 다른 나라, 국제

기구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을 제시

하 다. 그는 “인터네트를 통하여 세계적인 추세자료들, 다른 나라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과학기술자료들을 많이 보게 하고 대표단을 다른 나라에 보내여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자료도 수집”할 필요를 제기하 다.119) 김정은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연이어 발표된 김정은의 노작과 서한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과 국토건설사업를 결부심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대단위 건설사업의 의미를 강조

하 다고 할 수 있다. 건설부문을 봉화로 ‘주체 100년대’에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

기’를 열어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115) 동 노작은 동년 5월 8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김정

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

여,” 로동신문 2012년 5월 9일자 1-4면.
116) 김정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 기를 열어나가자” 로

동신문 2013년 12월 9일자 3-4면.
117) 김정은, 2013년 12월 9일자 3-4면.
118) 김정은, 2013년 12월 9일자 3-4면.
119) 김정은, 2013년 12월 9일자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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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은 시대의 ‘도시미화’ 사업의 추진 현황

북한은 도시미화사업을 “도시경 부문 앞에 나선 문화혁명의 중요과업”으로 강

조된다.(도시경 법 제45조) 김정은 체제가 성립된 2012년 이후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미화’의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 다. 북한은 2012년 <로동신

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통해 평양시의 면모를 일시하는 것을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제시하

다.120)

김정은 시대 ‘도시미화’사업은 먼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층주택거리의 조성사

업과 도시의 공원화 사업이 중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시는 공동체의 권력과 문화

가 집중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거리는 도시를 구성하는 일상적인 건물들

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어우러진 공간이다.121) 북한에서 ‘거리’는 

“도로의 시작점과 끝점, 교차점들에 높고 덩지가 큰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을 배

치하여 거리의 축”을 형성하고 준거가 된다. 또한 도시중심부에는 사상교양지구, 

대학지구와 과학지구, 보건지구, 체육지구, 중심봉사지구 등 기능별지구를 구축하

고 “각이한 형식의 건축물들을 거리형성에 인입”함으로써 도시미학의 다양성과 

입체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한다.122) 북한에서 거리의 조성은 도시의 상징체계를 

국가의 의도에 따라 구성하는데서 기념비적 건축물과 함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

된다. 북한의 거리조성은 김일성, 김정일 상징건축물과 함께 도시구성의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한다. 

북한은 2012년 창전거리(만수대지구),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과학자 살림집)(9

월), 체육인살림집(10월), 김일성대 교육자살림집(10월), 2014년 김정숙평양방직공

장 로동자합숙(5월), 위성과학자주택지구(10월), 김책공대 교육자산림집(10월), 

2015년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살림집(7월)을 건설하고 최근 미래과학자거리(10

월)를 완공하며 고층주택거리들을 빠른 속도로 건설하 다. 평양에서 진행된 주요 

거리(주택) 조성사업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20)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
년 1월 1일자 1면

121) 최윤경 (2003), pp. 38-44.
122) 리주을 “함흥시도시중심부계획의 건축형성특징” ｢조선건축｣ 2013년 2호,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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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김정은 시대 주요 거리(주택) 조성사업 현황

건설시기 거리(주택) 조성 사업

2012년 창전거리(6월)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9월), 체육인살림집(10월), 김일성대 교육자살림집(10월)

2014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5월), 위성과학자주택지구(10월), 김책
공대 교육자살림집(10월)

2015년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살림집(7월), 미래과학자거리(10월)

※ 출처: 노동신문 2012년 1월 - 2015년 8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고층주택거리의 조성에 관한 ｢로동

신문｣의 연도별 보도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도시미화사업에 관한 

기사는 총 69건으로 이 중 26건이 창전거리 건설에 관한 기사 으며 수림화, 원림

화 사업 7건 이었다. 2013년 도시미화사업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총 68건으로 

이중 15건이 은하과학자거리 건설에 관한 기사 으며 8건이 산림화, 원림화사업에 

관한 기사 다. 특히 도시의 공원화 사업에 있어 잔디육성을 강조한 것이 특이점이

라 할 수 있다.123) 

2014년 도시미화사업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총 57건으로 이중 14건이 위성

과학자거리 건설에 관한 기사 으며 수림화, 원림화사업에 관한 기사가 5건이었

다. 2015년 도시미화사업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총 55건으로 이 중 산림복구에 

관한 기사는 24건으로 강조되었다.124) 

평양에서 대단위 건설사업이 중심이 된 ‘도시미화’사업이 강조되었다면, 지방에

서는 일상적인 매년 수행되어온 도시미화와 토지관리 및 산림보호사업을 상대적

으로 강조하 다. 

“부침땅을 제외한 모든 땅에 나무를 심거나 풀판을 조성하며 꽃과 지피식물을 

심어 빈땅이나 잡초가 무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입니다. 도시

와 농촌의 주민지구와 철길주변, 공원들에는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어 

생땅이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125)

123) “모든 도시와 마을, 거리들이 사철푸른 잔디로 뒤덮이게 하자” ｢로동신문｣ 2013년 5월 20
일자 4면

124) “산림복구는 더는 미룰수 없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로동신문｣ 2015년 1월 19일자 1면
125) 김정은, 2012년 5월 9일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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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도시미화’사업과 관련한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2012년 4건에서 2013

년 8건으로 증가하 다. 또한 2014년 6건의 현지지도를 하 고 2015년 8월까지 

1건의 현지지도가 기사화 되었다.126)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고층주택의 거리를 조

성하는 현장에 주로 집중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미화’에 관한 강조의 분야와 성격

에 있어 평양과 기타 도시의 이원화된 정책구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2절 김정은 시대 ‘도시미화’ 사업의 주요 특징

1. ‘사회주의 선경’의 모델: 평양의 ‘도시미화’ 사업

김정은 시대에 강조된 평양에서의 ‘도시미화’사업은 평양을 ‘사회주의 선경’,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모델로 건설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평양을 혁명

적 수령관이 선 도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모델로 제시하고 이를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 다.127)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가꾸어오신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훌륭하고 문명

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참답게 꽃펴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

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김정일애국주

의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과 1년 남짓

한 기간에 국토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활로가 열려지게 

되었다. 창전거리와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한 기념비적창

조물들이 일떠서고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공원과 

유원지들, 보통강과 합장강이 일신됨으로써 수도 평양이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변모된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담한 구상과 발기,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128)

2012년 창전거리의 완공과 함께 매년 2~3건의 고층주택 거리가 조성되었다. 북

한은 이 시기를 ‘건설의 최전성기’로 강조하고 “인민은 끝없이 일떠서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급속히 다가오는 사회주의문명의 

래일에 대하여, 어머니 우리 당이 펼치는 리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가”에 

126) ｢로동신문｣ 2012년 1월-2015년 8월
127) 김정은, 2012년 5월 9일자 1-4면.
128) “온 나라를 선군문화가 구현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자” ｢로동신문｣ 2013년 4월 8

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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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느끼게 되었다고 강조한다.129) 이와 함께 북한은 평양의 미화사업에 있어 

대규모의 건축물들을 활용하여 도시의 외관을 화려하게 치장할 것을 강조하 다. 

“평양시의 불장식도 더욱 완성하여야 합니다. 평양시에는 주체사상탑과 개선문과 

같은 기념비적인 건축물들과 인민대학습당, 5월1일경기장, 만수대지구 고층살림집

들과 같은 덩지 큰 건물들이 많으므로 불장식을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물

들과 그 주변의 불장식을 고상하고 품위있게 우리 식으로 더 잘하여 평양시의 야경

을 강성국가의 수도답게 황홀하고 희한하게 하여야 합니다.”130)

특히 기념비적 건축물과 거리를 중심으로 불장식을 화려하게 꾸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외형적’ 치장을 통해 전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풍치수려한 수도의 대동강 기슭에 일떠선 창전거리 건축물들의 내부는 특색있는 

조명효과로 하여 더욱 이채롭다. … 우아함과 아늑함이 조화롭게 어울려 말그대로 

신비경이 펼쳐진 창전거리의 건물들에 들어서면 탄성이 저도모르게 터져나온다

.”131)

도시의 외관을 불장식으로 치장하는 사업은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에서 

확산되었다. 주로 도시의 중심구역의 건물옥상이나 길거리 등에 불장식을 설치하

는 방식이었다.132)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력난으로 이와 같은 조명시설들이 상시적

으로 작동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보통 국가행사 기간에 기념비적 건축물과 빌딩을 

중심으로 불장식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133) 

북한은 평양에서 고층주택거리의 조성과 함께 도시를 공원화, 수림화하는 사업

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인 생태도시건설의 요구에 맞게 녹지면적과 녹화량

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과거에 도시의 구성에서 “휴식녹지, 장식녹지건설”을 

기본으로 하 다면 “유기물질생성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녹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134)

129) “건설의 대번 기와 더불어 인민의 꿈 이루어지리라!”「로동신문｣ 2013년 12월 14일자 

2면
130) 김정은, 2012년 5월 9일자 1-4면.
131) “조명효과로 본 건축물의 품위” ｢로동신문｣ 2012년 6월 28일자 3면
132) 탈북자 인터뷰 A(함흥출신)
133) 탈북자 인터뷰 E(평양출신)
134) 김창현 “도시원림의 발전추세” ｢조선건축｣ 2015년 3호,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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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시에서 거리형성과 도로건설을 잘하고 살림집과 공공건물, 문화후생시설

들을 비롯한 건축물들을 특색있게 건설하며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원과 유원지들

을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꾸리고 녹지를 더 많이 조성하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심어 수도 평양을 수림화된 도시, 녹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135)

북한은 ‘사회주의 선경’의 모델로 평양을 건설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야함

을 강조한다. 특히 지방에서 과거의 규격화된 건설을 답습하지 말고 지역의 특색을 

반 한 도시의 건설을 강조하 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심장이며 선군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며 지방들에서도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 도, 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게 아름답게 꾸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

시켜야 합니다. … 지방건축설계에서는 무턱대고 평양시 건물들을 본따거나 멋따기 

하는 편향을 없애고 해당 지방의 얼굴이 나타나도록 다양하고 독특하게 하여야 합니

다.”136)

그러나 지방에서의 ‘도시미화’사업은 대단위 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도시미화사업을 재차 강조하고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며 황폐화

된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2. 지방의 ‘도시미화’ 사업: 통상적 도시미화사업과 산림화의 강조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건설을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

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으로 규정하고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들과 인민들

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을 강조한 바 있다.137) 특히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표준설계를 내려보내 같은 형식의 건축을 하기보다는 지방의 특색을 

살린 도시건설을 강조하 다.138) 

135) 김정은, 2012년 5월 9일자 1-4면.
136) 김정은, 2013년 12월 9일자 3-4면.
137)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2014년 1월 1일자 1면
138) 지방의 특색을 살린 건축에 관한 내용은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은 건축창조의 합법칙적 요구,” ｢조선건축｣ 2013년 4호, pp.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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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심구역의 여러 동에서 다층살림집들의 외벽개진, 층막공사, 지붕공사가 마

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소동, 충성동을 비롯한 여러동의 다층살림집들의 외

벽이 다양한 형식으로 개건되고 지붕들에 색철판기와드을 씨워 거리의 모습이 더욱 

환해졌다.”139) 

그러나 지방에서의 ‘도시미화’사업은 기존의 도시 시설들을 개건하거나 보수하

는 사업들이 강조되었다. 이는 평양에 건설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지방의 도시와 마을에서 ‘도시미화’사업은 주로 도로를 보수, 

단장하고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통신선로(지상)를 정비하는 사업 등이 

강조되었다.140) 

“도로보수와 관리는 전군중적운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 도로담당구간을 정해주고 군중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4월과 

10월을 도로집중보수기간으로 하고 누구나 다 애국의 한마음으로 도로보수관리사

업에 주인답게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141)

실제 지방에서의 미화사업은 보통 구역과 가구마다 미화사업에 관련한 과제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가구마다 화분을 놓으라는 지시가 나오면 모형의 

화분이라도 내 놓은 식이었다.142) 일반적으로 매년 시행되었던 봄, 가을의 도시미

화사업이 좀 더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143) 

“내가 살던 곳은 온성에서도 외곽에 있는 농촌지역이었다. 그 곳에 규모가 큰 

미화사업은 없었다. 단지 도로가 포장되어있지 않아 비가 오면 훼손된 도로를 정리

하는 일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함께 했다. 그 외엔 가로수에 회칠을 하거나 

집주변을 정리하는 정도였다.”144) “청진에서는 현지지도가 종종 있기 때문에 1호 

도로를 가꾸는 일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145)

139) “더욱 아름답고 문화적인 도시로- 자강도에서” ｢로동신문｣ 2012년 9월 20일자 1면
140) 탈북자 인터뷰 C(원산출신)
141) 김정은, 2012년 5월 9일자 1-4면.
142) 탈북자 인터뷰 A(함흥출신)
143) 탈북자 인터뷰 G(은덕출신)
144) 탈북자 인터뷰 H(온성출신)
145) 탈북자 인터뷰 J(청진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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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도시미화사업과 관련하여 좀 더 강조된 것은 산림복구사업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강조한 바 있

다.146) 김정은은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10년안에 벌거숭이 산들을 모두 수림화”할 것을 지시하

다.147) 

북한은 2015년 들어 산림복구사업을 애국심과 결부시켜 애국심을 증명하는 사

업으로 강조하고 있다.148) 

“그 무엇으로도 속일 수 없는 것이 땅이며 애국심으로 푸르러가는 것이 숲이다. 

애국을 론하는 인간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우리 조국의 푸른 숲에 기여하는 몫이 

있어야 한다.”149)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자기의 뼈를 깍고 피를 바칠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산림복구

전투에 떨쳐나설 일군들을 요구하고 있다.”150)

이와 같은 산림복구사업은 주로 봄,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을 중심으로 

울타리건설, 물도랑정리, 꽃나무와 잔디심기 등 거리와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 강조

되었다.151) 북한은 산림조성사업에 있어 청년동맹조직들과 학교들에서 청년림, 

소년단림조상사업을 힘있게 고나갈 것을 제시하 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인민들의 뗄감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소유한 

자체탄광들을 잘 운 하고 메탄가스화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에서의 ‘도시미화’는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기존의 도시미화사업을 강조하

고 산림보호와 식수사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소재지 등에서 적은 

자본으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페이트 작업과 지붕교체, 거리개건사업 

등 외형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152) 

146)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2015년 1월 1일자 1면
147) 김정은, 2012년 5월 9일자 1-4면.
148) “산림복구전투는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 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 - 경애하

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 대한 각계의 반향”「로동신문｣ 3월 1일자 1면
149) “산림복구전투는 애국심을 검열하는 마당”「로동신문｣ 2015년 3월 2일자 2면
150)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성패여부가 달려있다”「로동신문｣ 2015년 3월 11일자 3면
151)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활발히 전” ｢로동신문｣ 2012년 10월 15일자 5면
152) 박희진 (2015),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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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미화’ 사업을 통한 동원과 사회통제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진행된 ‘도시미화’사업은 사회적 동원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도시미화’사업에 있어 ‘수령 생건축’을 강조하 다. 수

령 생건축을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었다.153) 기존의 상징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토건설을 모색함을 알 수 있다. 

 “수령영생건축창조 경험은 선대수령과 영도자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며 영원

한 수령으로 받들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염원이 많은 경우 건축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154)

인민군대는 이와 같은 우상화체계의 주력부대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진행

된 대단위 거리조성사업은 인민군 건설부대가 ‘마식령 속도’, ‘평양 속도’를 창출하

며 완성한 결과물로 선전되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안보를 강조하는 시기

에도 인민군대의 건설을 강조하 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우에 우렁찬 돌격의 함성이 울려퍼지고 

있다. 온 나라에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기 위한 

총돌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때에, 원쑤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때에 선군혁명의 기수이며 주력군인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무엇

을 하고 있는가. 수도 평양의 여러 곳에 전개되여 밤낮이 따로 없이 공원들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 있는 병사들의 얼굴마다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

리고 있다.”155)

또한 국토관리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으로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되었다. 국토관리사업에 있어 전국가적, 전인민적 총동원을 강조하고 당의 

핵심적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이다.156) 관련하여 국토관리와 환경보호사업을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접목시킬 것을 제기하 으며 

153) 김성민, “수령 생건축의 빛나는 계승완성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

의 최고정화,” ｢조선건축｣ 2013년 3호, p. 6.
154) 남명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수령 생건축창조의 근본원칙,” ｢조선건축｣ 

2014년 3호, pp. 2-3.
155) “군민의 단합된 힘에 의해 평양시 공원들이 훌륭히 꾸려진다 - 인민의 락원을 가꾸어가

는 행복의 창조자들”「로동신문｣ 2012년 10월 31일자 4면
156) 김정은, 2012년 5월 9일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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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과를 애국심의 정도로 보고 사상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국토건설사업에 

있어 “주인답게 참가하지 않는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애국심이 없는 사상적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57)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된 고층주택거리의 건설에 있어 주민들의 원호사

업에 대한 갖가지 미담들을 소개하고 사회적 자원을 추동하고자 하 다.

“창전거리건설에 참가한 국토환경보호성 연구사 한설란, 내각사무국 로동자 김혜

성, 평양면옥 료리사 리영희는 어렵고 히든 일에 앞장서면서 공사완공에 기여하는 

좋은 일을 찾아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박억철은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수도건설에 기여할 한마음 안고 야간지원돌격대에 참가하면

서 여러차례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실험공 안정익도 건설자들을 위한 일에 성의를 

다하였다.”158) “만수대지구의 거창한 전변을 안아오는데 기여할 일념밑에 평양시

사회급양관리국 쑥섬식당 로동자 리영화, 평천구역 안산종합진료소 의사 김란희는 

하루일을 끝내고 건설장을 찾아가 충정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

성의로 원호하는 미풍을 발휘하였다.”159)

건설현장에 대한 원호사업은 직접적인 건설동원이 아닌 건설물품의 지원과 공

연등을 통한 선전선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거나 자녀들의 입당 문제가 제기된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

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된다. 

“건설사업에 대한 원호사업은 주로 대학이나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처럼 

건설사업장에 일을 도와준다. 그러나 건설작업을 함께하기 보다는 단체로 가서 지원

품들을 전달하고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는 정도이다. 건설에 필요한 장갑이나 삽 

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하였다. 인민반 별로 도시락을 조직하는 사업 등이 진행

되기도 하였다.” 160)

157) 김정은, 2012년 5월 9일자 1-4면.
15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수대지구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 다” ｢

로동신문｣ 2012년 7월 17일자 1면
15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수대지구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 다” ｢로동신문｣ 2012년 5월 20일자 1면
160) 탈북자 인터뷰 E(평양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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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의 경우, 2000년대에 김책제철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주택을 각 지구마다 

건설하 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 2회 정도 오후에 건설

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주로 자갈 같은 건설자재를 강변에서 모아놓으면 도시건설

사업소에서 트럭으로 실어가는 방식이었다. 또한 직장에 다닐 때에는 건설현장에

서 시멘트로 블록을 찍어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한다. 보통 노동자들은 기술이 부족

하기 때문에 시공지도원이 지시하는대로 작업하는 식이었다. 또한 직장별로 ‘금요

노동’시간이 있어 회사가 아닌 외부의 미화사업에 동원되었다고 한다.161)

“원산내에서 미화사업이 있을 때 자재를 모아 낼 경우는 돈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모래자갈을 담당하게 되면 직접 구하지 

못하니까 돈으로 낸다.”162)

김정은 시대에 건설된 고층주택 거리는 과학자, 교육자 중심의 아파트 건설이라

는 특징을 가진다. 김정은체제의 등장 이후 은하과학자거리(2013), 위성과학자거

리(2014)와 미래과학자거리(2015),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의 과학자살림집(2013)

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2014) 등이 건설된 것은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

술중시사상과 교육중시사상이 반 된 결과라 할 수 있다.163) 

제3절 김정은 시대 ‘도시미화’ 사업의 한계

김정은 시대 ‘도시미화’사업은 평양에서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거리조

성사업과 지방의 도시와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미화와 산림화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도시미화’사업은 평양을 중심으로 전시적 공간을 

창출하고 동 공간을 ‘사회주의 선경’,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미화되며 선전선동

의 도구로 활용 되었다. 이 절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추진된 ‘도시미화’사업의 한계

를 정리하도록 한다. 

첫 번째로,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선전되고 있는 고층주택거리와 공원화된 

시설들을 북한주민들이 향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의 주택배정원칙

은 기존의 주택거주자를 우선으로, 혁명투사, 혁명열사, 애국열사로부터 시작해서 

161) 탈북자 인터뷰 J(청진출신)
162) 탈북자 인터뷰 C(원산출신)
163) 박희진 (2015),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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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광부, 기관사의 순으로 배정된다.164) 평양에 건설된 고층

주택의 거리조성 사업은 실제로 이전에 살고 있던 고위층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자녀 등 그 다음 순위로 창전거리나 과학자 거리에 있는 고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후순위의 주민일수록 뇌물을 포함한 소위 ‘추천사업’을 통해 입주

가 가능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새롭게 조성된 거리의 주택에 입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165) 고층주택 건설 등 대규모의 

‘도시미화’사업의 경우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민들도 국가가 건설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주거지역의 미화사업에 동원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수의 동원에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북한당국은 평양에 건설된 

그들의 ‘사회주의 선경’을 연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66)

두 번째로, 현재와 같은 북한의 도시건설 사업은 평양시와 평양시 이외의 지방

(도시)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평양에 건설되는 고층주택과 상업

지구 등은 평양과 그 이외 도시들 간의 위계화 구조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

이 강조하고 있는 도농격차의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주민생활의 합리적 배치원칙

과 거리가 멀다 하겠다.167) 중앙의 투자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방에서의 건설

은 대중동원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168) 지방에서의 ‘도시미화’사업은 일부 

국경도시를 제외하면 재정과 자제의 부족으로 기존의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평양과 같이 대규모의 고층주택 거리

를 건설하기 보다는 지금과 같이 도시미화사업과 산림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19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바 있다. 경제개발구는 기존의 경제특구와 달리 지역을 특정

하지 않고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역을 정하여 경제특구를 창설한다

는 점에서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산이란 특성을 보이고 있다.169) 이들 경제개발구

는 대부분 북중국경변과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북한이 지방의 국토개발에 

164) ｢살림집법｣ 제30조. 북한의 살림집법에 대한 연구로는 이은정,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

찰,” 법학논총 제20권 제3호(2013)
165) 탈북자 인터뷰 E(평양출신)
166) 탈북자 인터뷰 B(무산출신)
167) 박희진 (2015), pp. 175-176.
168) 장세훈 (2007), p. 325.
169) 유욱,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통일경제 겨울호(2014),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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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가진 상황에서 외부의 투자가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제개발구들이 계획

대로 개발된다면 국토공간적 측면에서 성장지역과 침체지역이라는 공간적 분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170)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업과 시장화, 그리고 

경제특구(개발구)의 진전은 국토균형의 측면에서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대규모의 거리조성사업이 단행됨에 따

라 부실건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3년 4월 평성의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

가 발생한 이후 2014년 5월 북한의 평양 평천구역 안산1동의 23층 아파트가 붕괴하

면서 부실공사에 따른 추가적인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171) 

“평양에서의 건설에 있어 기본재정은 국가재정이다. 기본적인 자재와 유리, 창문

틀, 철근, 휘발유 등은 국가에서 제공한다. 그 외에 건설자재들은 자체해결을 한다. 

평양시의 건설은 그래도 국가적인 투자가 들어가지만 지방의 건설은 국가의 투자가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172)

김정은 시대의 상징으로 들어서고 있는 고층주택 거리들은 ‘마식령 속도’, ‘평양 

속도’가 강조되었고 주야를 불문하고 ‘속도’가 강조됨으로써 이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 건축물들이 화려한 외관과 달리 주변의 주거

지원 시설들이 함께 조성되지 못함에 따른 불편 또한 문제기 제기된다. 

제4장 김정은 시대 유희오락시설 건설의 목적과 한계

제1절 김정은 시대 유희오락시설 건설의 목적

1. 김정은 시대 유희오락시설 건설의 확대

북한에서 공원과 유원지는 근로자들의 좋은 휴식터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자연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주며 그들에게 자기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훌륭한 학교로 강조되었다.

170) 임형백 (2010), pp. 275-276.
171)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 역사와 도시정치,”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p. 110.
172) 탈북자 인터뷰 E(평양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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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유원지는 근로자들의 좋은 휴식터일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자연에 대한 

산 지식을 주며 그들에게 자기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훌륭한 

학교로도 됩니다. 인민들은 잘 꾸려진 공원과 동물원, 식물원에서 흥겹게 휴식하면

서 우리나라에 어떤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는가를 실물을 통하여 배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나라의 자연과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173)

김정일 정권 말기인 2010년과 2011년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

는 2010년 총 11건이었으며 2011년 또한 총 11건이 게재되었다.174) 김정일 정권 

말기에 등장한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들은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

원,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등 기존에 있던 유희오락시설들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

다.175)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지도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2010년-2013년 현지지도 현황

산 업
시 설

군부대
건설

유희
시설

농수축산
시설

기타
총 

방문지군사 산업

2010년 37 12 5 12 1 10 14 91

2011년 32 15 4 3 3 14 18 86

2012년 5 32 1 5 13 1 18 75

2013년 18 36 12 9 25 6 23 129

※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2011년-2014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2-2015)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의 현지지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유희

오락시설에 관한 현지지도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말기 유희오락시설에 대한 

현지지도는 2010년 1건과 2011년 3건 뿐이었으나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2012년 13건, 2013년 25건으로 증가하 다. 김정은은 유희오락시설을 ‘사회주

173) 김일성, “도시경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년 9월 5일),” (1982), p. 338.
174) ｢로동신문｣ 2010년 1월-2011년 12월
175)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개선청년공원(사진)” ｢로

동신문｣ 2010년 7월 5일 4면, “인민의 웃음과 랑만 끝없이 넘쳐나는 중앙동물원” ｢로동신

문｣ 2011년 8월 11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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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선경’에서 누리는 ‘문명한 생활’로 제시하고 있다.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모든 도시,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176)

기존에 근로자의 휴식터, 자연을 배우는 살아 있는 지식의 현장으로 인식되던 

유희오락시설은 김정은 시대에 오락의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점 또한 특색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2. 김정은 시대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현황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각종 유희오락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이후 개선청년공원유희장(5월), 릉라인민유원지(7월), 평양민

속공원(9월),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10월), 류경원, 통일거리운동쎈터(10

월), 인민야외빙상장(11월), 로라스케트장(11월) 등 유희오락시설을 대규모로 개건 

및 준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징표’로 선전선동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동강호, 해당화관을 개업(4월)하고 금수산 태양궁전광장 공원화(5

월), 릉라인민체육공원(5월), 릉라립체률동 화관(9월), 평양체육관(10월), 문수물

놀이장(10월), 미림승마구락부(10월)을 준공하 다. 

2014년에는 소위 ‘마식령 속도’로 강조된 마식령 스키장(1월), 메아리사격관(3

월), 청춘거리 체육촌(3월), 5월1일경기장(10월)을 개건 및 준공하 다. 2015년에는 

평양국제비행장역사(7월)를 개건하고 중앙동물원 개건을 진행하고 있다. 평양과 

함께 전국의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유희장과 몰놀이장, ‘로라스케트장’을 개건하

고 있다. 북한의 유희오락시설 중 김정은 시대에 건설된 시설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176) 최웅술, “선편리성, 후미학성이 훌륭히 구현된 문수물놀이장,” ｢조선건축｣ 2014년 1호, p. 
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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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김정은 시대 주요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현황

건설시기 유희오락시설 기타 건축시설

2012년

개선청년공원유희장(5월), 릉라인민
유원지(7월), 평양민속공원(9월), 만
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10월), 
류경원, 통일거리운동쎈터(10월), 인
민야외빙상장(11월), 로라스케트장
(11월)

2013년

대동강호, 해당화관(4월), 금수산태양
궁전광장 공원화(5월), 릉라인민체육
공원(5월), 릉라립체률동 화관(9월), 
평양체육관(10월), 문수물놀이장(10
월), 미림승마구락(10월)

2014년
마식령 스키장(1월), 메아리사격관(3
월), 청춘거리 체육촌(3월), 5월1일경
기장 개건(10월)

송도원국제소년야 소(5월), 연풍과
학자휴양소(10월), 평양육아원, 애육
원(10월)

2015년 중앙동물원 개건 진행 중
원산육아원,애육원(6월) 평양국제비
행장역사(7월), 평양양로원(8월)

※ 출처: 노동신문 2012년 1월 - 2015년 8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
의 연도별 보도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기사는 

총 54건으로 이 중 20건이 평양에 새롭게 건설, 혹은 개건 중에 있는 유희오락시설

에 대한 기사이며 2건은 지방의 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의 기사이었다. 2012년부터 

유희오락시설의 건설과 개건사업이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77) 

2013년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총 102건으로 이중 28건이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관한 기사 으며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에 관한 기사가 11건

이었다. 2014년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총 79건이었다. 2014년에

는 유희오락시설 뿐만 아니라 모란봉악단의 공연에 관한 기사가 21건으로 관심사

항으로 떠올랐던 시기 다. 2015년 유희오락시설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총 

47건이었으며 특히 이 시기 육아원과 애육원, 그리고 양로원의 건설에 관한 기사가 

11건으로 강조되었다.

177)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 류경원과 인민야외빙

상장, 로라스케트장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2년 11월 10일자 1면, “전국각지에서 체

육시설 개건 및 건설공사 적극 추진” ｢로동신문｣ 2012년 9월 20일자 4면, “많은 문화휴식

터 건설, 개건보수 - 전국각지에서” ｢로동신문｣ 2012년 11월 4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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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유희오락시설에 대한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2012년 13건, 2013년 25건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현지지도는 기존의 시설에 대한 

방문이 아닌 새롭게 건설이 추진된 시설에 대한 지도방문이 대다수 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관심하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김정은 시대 유희오락시설 건설의 주요 특징

1. 평양의 유희오락시설 건설: 현대적 시설의 건설과 선전

김정은 시대에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된 유희오락시설들은 사회주의부귀 화가 

현실에 반 된 현장으로 선전되었다. 김정은은 2012년 7월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에 참석해 직접 놀이기구를 타며 현지지도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 다.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이 한껏 비낀 릉라곱등어관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이 떠올린 고귀한 재부이다. … 

릉라곱등어관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바로 이것이 절세위

인들의 은정속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인민이 릉라곱등어관에

서 누구나 심장에 세기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178)

북한은 유희오락시설을 이용하는 인민들의 ‘행복’, ‘기쁨’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다.179)

“이 땅우에 기어이 문명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지금 수도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서 사회주의 문명국가건설을 위한 김정일애국주의열풍, <마식령속도> 창조의 열풍

이 세차게 휘물아치고 있다.”180)

북한은 국가적 성과를 얻은 집단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유희오락시설을 즐기도

록 하고 사회주의부귀 화를 먼저 맛보았다고 선전하 다. 일례로 북한은 ‘인공지

구위성’의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등을 평양으로 초청해 이들이 평양의 유희오락시

178)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 화를 안겨주시려고” ｢로동신문｣ 2012년 8월 16일자 2면
179) “Place of Ever-growing Pleasure,” Korea Today, 2012-7, p. 43, “The People’s Ideal Comes 

True,” Korea Today, 2014-8, p. 28.
180) “사회주의만복이 꽃펴난다” ｢로동신문｣ 2013년 11월 7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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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즐기며 즐거워하고 있다고 선전하 다.181)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 있다. 우리나라는 이르는 곳마다

에 극장, 영화관, 체육관, 야영소, 휴양소, 정양소, 공원, 유원지, 유희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꾸려져 있다. … 우리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단계에 맞게 문화

정서생활환경을 더 잘 꾸리여 인민들의 높은 문화정서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21세기에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182)

김정은 시대에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된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은 2015년에 평양

에 육아원과 애육원, 그리고 양로원을 건설하며 사회봉사시설의 개건으로 확장되

었으며 지방에서 동 시설들의 건설이 강조되고 있다.183) 

2. 지방에서 유희오락시설의 개건

김정은은 “평양시를 본보기로 잘꾸리고 지방도시들도 그렇게 꾸려 나라의 면모

를 일신시켜나가면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것을 강조하 다. 북한

은 이와 같이 평양시를 선 건설하고 이를 지방으로 전파시킴으로써 ‘사회주의강성

국가’를 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184)

“강원도 원산시의 풍치수려한 해변가에 지난 9월 우주비행선, 비행판, 진동회전

반, 회전그네 등과 편의봉사망을 갖춘 해안유희장이 건설되였다. … 강계시에서는 

짧은 기간에 역전공원, 강서아동공원을 건설하였으며 강계청년공원의 유희장, 동물

원, 뽀트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휴식에 필요한 시설들을 더 갖추어놓았다. … 개성

시의 선죽공원, 청년공원 등 10여개의 공원들에 문화후생시설들이 건설되고 시내 

곳곳에 휴식장소들이 잘 꾸려졌다.”185)

181)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 - 류경원과 인민야외빙

상장 참관” ｢로동신문｣ 2012년 12월 28일자 1면,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

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 - 릉라곱등어관 참관, 경희극 <사랑> 관람” ｢로동신문｣ “2012
년 12월 29일자 1면),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 - 
통일거리운동쎈터 참관” ｢로동신문｣ 2012년 12월 31일자 3면.

182)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문명수준” ｢로동신문｣ 2013년 4월 8일자 2면
183) “우리 당의 인민사랑, 년로자보호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희한한 건축물 - 평양양로원 준공

식 진행, 보양생들 새 집으로 이사,” ｢로동신문｣ 2015년 8월 8일자 1면, “육아원, 애육원

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 평안북도에서, 황해북도에서,”「로동신문｣ 2015년 5월 20일자 1면 

184) 김정은, 2012년 5월 9일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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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의 유희오락시설 건설은 각도소재지와 같이 중간규모의 도시를 중심으

로 진행되었는데 이 마저도 기존의 소규모 공원과 놀이터를 보수·개건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186) 주요도시에 새롭게 개건된 유희장의 경우도 평양의 노후시설을 

청진, 함흥, 원산 등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대로된 유희장은 평양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희장들이 도마다 큰 도시에 만들

어지기 시작했다. 원산에도 2013년에 들어섰다. 청진, 함흥, 원산 정도로 알고 있다. 

롤러코스터, 자유로드롭은 평양밖에 없다. 평양에 있던 놀이기구들을 해체하면서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당시에 입장료는 인민들이 사용하기 수월한 정도였다.”187) 

“유희장은 함흥에 없었는데 2011년에 건설되었다. 놀이기구는 10개 정도 있었고, 

평양의 노후 시설을 가져와서 만들었다. 평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2013년 전국에 

도 마다 수영장 건설 등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함흥도 실내수영장을 건설했

다.”188) 

주요 도시의 유희오락시설들은 기존의 시설들을 개건·보수하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색있는 것은 주요 도시에 새롭게 롤러스케이트장을 확산시켜 나갔

다는 점이다. 

“남포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 꾸리기사업을 힘있

게 다그치면서 시의 곳곳에 로라스케트장들을 건설하였다. 천리마구역과 항구구역, 

와우도구역의 넓은 면적에 훌륭하게 꾸려진 로라스케트장들에서는 어린이들과 학

생소년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 원산시의 해안유희장에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이 새로 건설되였다.”189)

지방의 유희오락시설은 원산의 해안유희장과 신의주의 압록강유원지와 같이 

해변과 강변을 활용하여 개건·보수를 통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190) 유희오락시

설의 건설 또한 평양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기 

185) “많은 문화휴식터 건설, 개건보수 - 전국각지에서” ｢로동신문｣ 2012년 11월 4일자 4면
186) “더욱 아름답고 문화적인 도시로- 자강도에서” ｢로동신문｣ 2012년 9월 20일자 1면
187) 탈북자 인터뷰 C(원산출신)
188) 탈북자 인터뷰 A(함흥출신)
189) “곳곳에 로라스케트장을 건설” ｢로동신문｣ 2013년 5월 7일자 5면
190) 박정국, “새로 건설된 압록강유원지,” ｢조선건축｣ 2014년 3호,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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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농촌지역은 시장가에 개인이 운 하

는 당구장이나 공기총을 쏘는 사격장이 유일한 상황이다.191)

3. 유희오락시설 건설을 통한 동원과 사회통제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유희오락시설을 대규모로 개건 및 준공함으

로써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징표’로 선전선동하 다. 이와 같은 유희오락시설은 

여타의 건설사업과 같이 그 상징적 가치를 혁명적 수령관에 두고 있다. 평양민속공

원은 이러한 이념적 가치가 투 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평양민속공원은 우리나라의 원시로부터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봉건왕

조, 현대시기까지를 순차성있게 시기별로 명백히 구분하고 매 시기의 역사유적유물

을 통하여 당대이 시대상, 생활상을 실지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특히 

공원중심축 가운데 부분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

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 주위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더욱 

두드러지도록 건물, 시설물, 탑들로 현대구를 새롭게 계획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정일조선의 위상이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여지도록 하였다.”192)

2012년 이후 진행된 대단위 거리조성사업과 같이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또한 

인민군건설부대에 의해 진행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인

민군대에 인민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193) 특히 평

양에서 2012년 10월 한 달 동안 인민군이 동원되어 도시의 공원들과 체육시설들을 

건설하거나 개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인민군 장병들은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공원들에 아름다운 록지가 

생겨나고 배구장, 롱구장, 바드민톤장과 로라스케트장들이 꾸려졌으며 각종 유희 

및 운동기구들로 설치되였다.”194) “완전히 개건하고 있는 공원들과 새로 건설하는 

큰 공원들은 무려 10여개, 그 부지는 수백만㎡로서 방대한 면적이다. 현대적인 롱구

장과 배구장, 바드민톤장, 로라스케트장, 미니골프장들을 수십개나 건설해야하며 

191) 탈북자 인터뷰 H(온성출신)
192) 박창식, “평양민속공원총계획설계의 기본특징” ｢조선건축｣ 2013년 1호, p. 10.
193)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로동신문｣ 2013년 4월 8일자 2면
194)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새기고 도시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관리하자- 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기본이다” ｢로동신문｣ 2013년 4월 8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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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만㎡에 달하는 면적에 잔디를 심어야 한다. 수백개의 체육 및 유희기구설치와 

많은 야외의자 제작, 울타리 쌓기와 보도블로크 깔기도 해야 한다.”195)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에 있어 인민군 건설부대는 놀이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작

업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6) 이와 함께 김정은은 군민협동작전을 강

조하고 건설사업장에 각 단위 대중들이 원호사업을 추동할 것을 강조하 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대상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

다.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떠욺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

철의 정신으로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천지개벽을 안아온것처럼 건설의 대번영기

를 펼치는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 위훈을 세워나감으로써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

다.”197)

대단위 거리조성사업과 함께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에서도 주민들의 원호사업이 

강조되었다. 특히 2013년 북한에서 ‘마식령 속도’로 강조되는 마식령스키장의 건

설은 전국가적인 원호사업 속에 진행되었다. 

“원산고등예술전문학교 학생 류근정은 올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마식령스키장건

설장을 찾아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성의를 다하였다. … 체육과학원 과학방법연구원 

김해영 동무는 지난 5월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녀성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줄 마음으로 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안겨주었다. … 

이밖에도 옥류관 원산분소 소장 유용남, 송도원려관 지배인 조춘옥, 전자공업성 

아랫단위에서 일하고 있는 설계원 김영철,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고 있는 로동자 

신상호를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 있다.”

195) “군민의 단합된 힘에 의해 평양시 공원들이 훌륭히 꾸려진다 - 인민의 락원을 가꾸어가

는 행복의 창조자들” ｢로동신문｣ 2012년 10월 31일자 4면
196)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보시 다” ｢

로동신문｣ 2014년 6월 2일자 3면
197) 김정은, 2013년 12월 9일자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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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호사업은 전국적으로 애국심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정치적

으로 명예가 필요한 인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 으나 일반주민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98) 

제3절 김정은 시대 유희오락시설 건설의 한계

김정은 시대 유희오락시설은 대부분 평양에서 신축되었고 지방의 시설은 평양

의 노후시설을 이전하거나 무역회사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건되었다. 그나마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의 능라유

원지나 마식령 스키장의 건설을 위해 평양과 일부 지방에서도 원호사업을 한다는 

방식으로 모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징수에 가까웠다.

“규모가 큰 유희오락시설을 건설할 때, 국가-도-시로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부담

하게 된다. 주거지의 시설(도로 등)을 새롭게 공사할 경우 주변 지역, 아파트 주민들

이 나누어 낸다. 이런 나누기가 많다보니 ‘간부들이 나누기 할줄만 안다’는 말을 

했다. 직장에서도 내고, 학교, 인민반 별로 겹쳐서 내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있

다.”199)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큰 사업, 예를 들면 능라물놀이장, 곱등어관, 마식령 스키

장 등의 건설에 있어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란 형식으로 모금이 진행되었다. 

모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도 있고 호소를 해서 낼 때도 있다. 이럴 때 정치적인 이유로 

충성도를 보여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고 한다.”200) “우리 지역에서는 능라유원

지나, 마식령스키장 건설과 관련해서 모금하지는 않았다.”201)

이용하지도 않을 시설에 대한 원호사업이나 모금이 탐탁지 않으리란 건 당연하

다. 특히나 경제위기 이후 국가적인 동원이나 원호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유희오락시설을 일반주민들은 즐길 

198) 탈북자 인터뷰 D(혜산출신)
199) 탈북자 인터뷰 A(함흥출신)
200) 탈북자 인터뷰 K(혜산출신)
201) 탈북자 인터뷰 C(원산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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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 예를 들어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스키장으로 선전한 마식령스키장을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로동신문에 나오는 스키타는 아이들의 모습은 대부분 선전용이다. 다만 사로청

이나 소년단이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과 같은 사업을 할 때 유희시설을 들러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회가 생기면 부모들이 돈을 들여서 보내기도 한다.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유희장에 꼭 들러 구경하고 가려 한다. 실제로 유희장에 

가본적은 없다. 국정가격으로 입장권이 배당되도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돈을 쓰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쌀을 공급해야하지 않았나 생각했었

다.”202)

“2010년까지 청진의 청년공원에 있는 유희장은 운행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2010

년에 탈북한 이후 유희장이 개건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희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이용할 형편이 못된다.”203)

그러나 많은 재정 투자없이 건설된 유희시설들은 지방에서 일정한 변화의 바람

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1월에 평양에서 완공된 로라스케트장의 경우 

총 부지면적 1만 3,300㎡에 지상호케이장, 기교장과 로라스케트 내주는 곳, 남녀탈

의실, 청량음료점 등 봉사망이 함께 조성되어있다.204) 평양 뿐만 아니라 남포와 

원산 등지에서 로라스케트장이 건설되고 있다.205) 외국인 여행자들을 통해 전해지

는 북한의 소식 중 아이들이 로라스케트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북한의 일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는 북한의 의도와 달리 북한의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공간의 확장과 함께 개인의 활동 역이 일부 

확장됨에 따라 도시공간의 성격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평성에서 

시장의 형성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를 분석한 박희진에 따르면 인구증가와 시장

화에 따른 유동성의 증가로 인하여 평성의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평성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202) 탈북자 인터뷰 D(평양출신)
203) 탈북자 인터뷰 F(청진출신)
204) 김철성, 김 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로라스케트장,” ｢조선건축｣ 2013년 4호, pp. 8-9.
205) “곳곳에 로라스케트장을 건설” ｢로동신문｣ 2013년 5월 7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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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시장형성 이전]               [2000년대 시장형성 이후]

<그림 2> 시장의 형성에 따른 평성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 출처: 박희진, “북한 평성의 공간적 변화와 도시성 탐구: ‘하차시장’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p. 160, p. 172.

북한의 도시공간에서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은 광장이었고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시장이 확장되고 유희시설이 점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북한의 

도시공간 또한 다핵적인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희오락시설의 상업화 경향도 파악되고 있다. 유희오락시설의 이용료는 

국정가격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가격의 입장표를 가진 이들이 이를 

지방에서 올라운 관람객들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206) 이

와 같은 유희오락시설의 상업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유희오락시설의 건설과 운

에 있어 직접투자가 이뤄지고 유희시설이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

이 있다. 

206) 탈북자 인터뷰 D(평양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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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이 연구는 평양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

시설 건설을 분석하고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에 관하여 연구하 다. 북한은 

김정은체제의 등장과 함께 국토개발의 새로운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

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까지 주로 ‘인민생활향상’, ‘인민생활대고조’ 등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김정은체

제가 등장한 2012년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대단위 주택건설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도시의 공원화와 산림복구사업이 강조되었다. 

김정은 체제는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을 ‘사회주의 선경’의 징

표로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건설사업을 통해 사회주의강성국

가건설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강국이 눈앞에 와 있음을 ‘전시(展示)성 공간’

의 창출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이상향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국가의 의도와는 달리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들은 이러한 

건설사업이 자신의 삶과 이완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시대 추진되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북한은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대한 ‘전시(展示)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주민, 특히 지방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건설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북한은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을 평양에 집중시키고 

이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방(도시)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북한은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의 건설 과정에서 사회동원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참여를 애국심의 척도로 강조하며 

원호사업을 추동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함에도 불구하

고 그 수혜는 일부 집권층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층부 주민들에게 귀속됨에 

따라 사회적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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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북한의 국토건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단순히 북한의 건설 인프라의 현황을 체계화하는 작업

을 넘어 물리적 조건과 정책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반응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북한의 국토건설전략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남북간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기반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북한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세 번째로, 북한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지원하

기 위한 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남북간 합의된바 있는 경공업·지

하자원 협력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이 남측에 지하자원으로 

상환하는 사업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진항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욱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1차 자료와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조사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북한의 국토건설전략에 따른 사회적 대응과 이와 같은 조응의 결과로써 

도시공간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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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모란봉악단은 그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음악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본격

적인 음악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모란봉악단

의 음악적 특징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현재 북한사회, 김정은 시대의 선전선

동의 역할과 의미,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주민통합의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해 보았

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유력한 문화현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라고 본다.

먼저 2장에서는 3년 남짓한 모란봉악단의 전모를 밝혀보았다. 그 출현의 의미와 

조직구조, 그리고 수상 상황까지 정리하 다. 다음으로는 음악단체로서 주된 활동

인 공연활동을 시기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략 확인되는 30회 가량의 공연을 정리

하고 시기별로 주요한 공연을 선정하 다.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 변화한 모란봉

악단의 특징을 공연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란봉악단은 각 시기별로 새로

운 시도와 여러 성과들을 보여주었다. 3시기인 최근은 아직 활동이 진행 중이어서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과 공연활동 전반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전반적 음악

의 특징을 분석하 다. 그 특징을 미학원칙과 음악양식으로 나누었다. 미학원칙으

로는 먼저 ‘수령과 국가에 대한 충실성’, 다음으로 ‘동시대성’과 ‘대중성’을 들었다. 

첫 번째 ‘수령과 국가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 한 변하기 힘든 부분으로, 모란봉악단에서도 변화의 지점을 찾기는 힘들었다. 

상대적으로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젊은 지도자를 이미지화하고 있는 점 정도

가 변화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학원칙으로 두 번째로 들었던 ‘동시대

성’이 있다. 이는 모란봉악단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이다. 동시대성의 

기반은 인민들의 요구에 따른 ‘대중성’에 있기도 하다. 여기서 마지막 미학원칙인 

대중성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북한음악의 지난 역사에 보

던 몇 차례의 것과 같은 분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세계

와의 대화가능성, 소통가능성을 높여 서구 대중음악인 팝음악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를 맞은 음악적 업데이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란봉

악단과 같은 변화는 최근 김정일 시기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양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자음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구 팝음악의 음색에 주목하고 리듬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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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시하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서구 팝음악의 알앤비 창법을 사용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악곡의 구성형식과 편곡형태로 인해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들은 김정일 시기의 소위 외부, 특히 서양의 대중음

악과 맺었던 균형감각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적 내용미

학의 줄기를 놓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음색과 리듬을 위주로 다이내믹한 음악을 

추구하지만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음악과 노래련곡’과 같이 극성을 높이는 양식들을 개발하고, 

무대장치에서 배경화면의 역할을 높여서 음악극화를 꾀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

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음악이 외부를 향해 동시대성 획득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은 

것만은 확실하다.

다음 4장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선전선동과 주민통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이라는 담론에 대해서 시작과 변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 추적하 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초기에 ‘1. 결사관철의 정신, 2. 진취적인 

자세, 3. 혁신적인 안목’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1. 결사관철의 정신, 

2,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3. 집단주의적 경쟁열풍’으로 정리되어 확정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결사관철의 정신’은 기존의 당성 강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음악적 특징에

서 말했던 동시대성 획득을 위한 세계적 식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모란봉악

단의 창조기풍으로 말하고 있으며 문학예술계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에 이 

기풍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적 경쟁열풍’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사회주의적 경쟁’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경쟁’이라는 담론을 적용하

다는 것, 그리고 그 ‘경쟁’이 ‘개인’에 대한 주목과 연결되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비교하는 ‘우월성’의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을 모란봉악단을 

통해서 전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김정은 시대가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또 다른 점이다. 이러한 창조기풍으로 모란봉악단이 추구하는 음악정치는 ‘열린 

음악정치’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김정은

의 ‘열린’ 음악정치는 김정일 말기의 구호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의 정신을 음악에 적용,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 시기의 음악

정치가 국내, 내부용의 것이었다면 모란봉악단의 음악정치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

해서 상대적으로 세계를 향해 동시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점에서 다르다. 다음으

로는 북한음악의 선전선동 경로를 추적, 정리하 으며 모란봉악단의 실례로 선전

선동의 경로를 따라가며 주민통합의 실제 과정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북한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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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전체경로는 김정은 이전 방식과 비슷하 다. 그리고 음악과 생활(노동)

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음악정치의 원리도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북한 인민들의 감성을 동시대성 획득으로 세계화하고자 하

는 의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일체화를 어떤 감성의 문화생활로 이뤄낼 

것이냐에 있어서 모란봉악단은 서구 대중음악인 팝음악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음악담론에서 대중가요, 대중음악 등의 ‘대중성’ 담론으로도 확인되는데, 이

는 기존의 ‘인민성’과 ‘통속성’을 결합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모란봉악

단의 음악에 나타난 특징은 특정 단체의 음악 특징이 아니라 현재 북한을 대표하는 

본보기단체의 음악 특징이라는 점에서 북한음악 전반을 선도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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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김일성 주석(이후 직위 생략) 사망 이후 1996년 2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후 직위 생략)은 북한의 변화를 예상하는 안팎에게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

지 말라”라는 말을 전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이 말이 인용되곤 하면서 북한의 주체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북한의 닫힌 고립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 글귀는 북한의 불변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불변하는가? 굳이 특별한 이론을 들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알 

수 있으며, 어쨌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전통을 잇고 있는 북한

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불변성을 주장하기 위해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실제로 무슨 뜻일까? 필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들 뜻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의 뜻에 따른 북한의 변화

를 바라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뜻이 아니라 나의 뜻에 따라 변화를 

선택하고 조절할 것이다”를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북한은 이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포함한 여러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실제로 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은 변화의 속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식이 다른 

문제는 보통은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 따른 것이 클 것이다. 그리고 속도의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삶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인터넷

과 ‘빨리빨리’의 생활문화를 갖고 있는 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북한의 변화를 

느끼기는 힘들다.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차 안에서 50킬로미터를 달리는 옆 차선

의 차는 앞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달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킬로미터의 차 안에서 내려 옆 차선에서 50킬로미터로 달리는 

차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을 때 그 차의 속도와 방향, 운전방식을 실감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탔던 차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나의 또 다른 옆 차선에서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 차도 

확실히 볼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북한은 다른 차선에서 다른 승객들이 타 있는 

운전사가 다른 차량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끔, 아니 아주 자주 까먹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실제로 차 안에서, 그러니까 삶의 공간에서, 내릴 

방법이 없으며 단지 생각의 순간마다 그 사실을 각성(覺醒)해야 할 뿐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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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순간 그런 깨달음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는 무척 힘들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성공하고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면 커다란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모란봉악단이 바로 우리와는 다른 북한식의 변화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도 2012년 모란봉악단의 출현을 보고서 그 변화를 제대

로 느끼지 못했다. 물론 큰 변화를 보여준다는 막연함은 느꼈지만, 그것이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 음악의 변화가 북한사회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다. 필자

는 이번 기회에 차에서 내려 옆 차를 바라보는 각성의 기회를 다시 가지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를 표상하는 여러 사건들 중에 문화예술, 특히 음악분야에서 주목받

은 것이 바로 모란봉악단의 출현이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후 직위 생략)이 김정일이 죽은 후 전면에 나선 2012년에 등장하면서 김정은 

시대를 대내외에서 대표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그 등장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에 걸맞게 상대적으로 세련된 전자음악과 무대연출을 보여주었기 때

문에 더욱 주목받았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함께 기사나 간단한 주장글들이 꽤 

여러 개 발표되었다. 그리고 학술논문이나 단행본들도 발간되었다. 주요 논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은 강동완·박정란의 “김정은의 

“문화정치”: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가 있다.1) 그리고 같은 저자의 연속된 

글인 강동완의 “김정은의 ‘열린 음악정치’: 모란봉악단 공연을 통해서 본 북한”과2) 

2014년까지의 연구성과 전체를 정리한 단행본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가3) 

보인다. 강동완은 2015년에도 올해 모란봉악단 활동에 대해 주목하면서 강동완·문

다혜 공저의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공연’ 의미와 시사점”과4) 강동완·석인선 

공저의 “모란봉악단을 통해서 본 김정은 시대: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를 위한 

기념공연’ 분석을 중심으로”를 발표하 다.5) 이 글들은 진행된 공연을 다루며 김

정은이 북한 주민의 외부문화에 대한 동경을 모란봉악단으로 일정 정도 해소하려

1) 강동완·박정란, “김정은의 “문화정치”: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 ｢북한연구학회 춘계학

술발표논문집｣(2013), 200-214쪽.
2) 강동완·박정란, “김정은의 ‘열린 음악정치’: 모란봉악단 공연을 통해서 본 북한,” 서보혁·김일

한·이지순 엮음,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서울: 선인, 2014).
3)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서울: 선인, 2014).
4) 강동완·석인선, “모란봉악단을 통해서 본 김정은 시대: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를 위한 

기념공연’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2015), 501-515쪽.
5) 강동완·문다혜,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공연’ 의미와 시사점,” ｢동북아연구｣30권 1호(2015), 

273-304쪽.



516 신진연구논문집

고 하고 있음을, 가사를 중심으로 하는 곡목을 분석하면서, 주장하고 있다. 그와 

함께 모란봉악단의 활동에 나타난 특징과 그것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전망을 분석한다. 

다음은 김수민·한승호의 “2013년 모란봉악단 신년음악회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를 볼 수 있다.6) 이 글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3년 모란봉악단의 신년음악회

의 곡목을 분석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체제결속, 강성국가 

건설로 정리하고 있다. 또 배인교의 “2012년 북한의 음악공연과 樂”이 있다.7) 이 

글은 모란봉악단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2012년 10월 조선로동당창건 67주년 기념

음악회로 각각 열린 국립교향악단, 은하수관현악단,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분석하

면서 2012년 북한음악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결론으로는 이 세 악단의 공연을 

보면 김정은 시대의 음악정치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진정한 여민동락

(與民同樂)이라기보다는 교화의 장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학위논문으로는 이선애

의 ｢김정은 시기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에 관한 연구｣가 있다.8) 이 글은 모란봉악

단의 구성과 공연 전반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오기현의 

단행본 ｢평양 걸그룹 모란봉 악단: 남북 문화 교류의 창｣이 2014년에 발행되었다.9) 

저자는 SBS방송국의 프로듀서이자 다년간의 남북문화예술 교류사업 담당자로서 

모란봉악단의 무대예술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그 특징과, 그것의 한류 향을 다루

고 있다. 이렇듯 기존연구를 보면 강동완·박정란과 김수민·한승호의 글은 모란봉악

단을 주로 곡목이나 가사의 측면에 주목해서 그 정치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

고 배인교의 글은 모란봉악단만을 다룬 것이 아니어서 모란봉악단 전체 특징을 

다루지는 않고 있다. 이선애의 논문은 모란봉악단의 소개에 치중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오기현의 글은 주로 모란봉악단의 무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연구들을 보면 모란봉악단이 음악단체로서 갖는 

특징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주로 모란봉악단 음악의 가사

와 음악 외적인 모습들에 주목해서 연구해왔다. 그리고 단지 음악적인 부분이 외면 

받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 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모란

6) 김수민·한승호, “2013년 모란봉악단 신년음악회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평화학연구｣14권 4호
(2013), 247-264쪽.

7) 배인교, “2012년 북한의 음악공연과 樂,” ｢남북문화예술연구｣2013년 하반기, 통권13호(2013), 
283-310쪽.

8) 이선애, ｢김정은 시기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

원, 2015).
9) 오기현, ｢평양 걸그룹 모란봉 악단: 남북 문화 교류의 창｣(고양: 지식공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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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악단의 등장 자체에 주목하는 것뿐이지 연속성과 함께 분절점,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이 갖는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악과 함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파격적인 의상과 무대에 주목해서 막연한 변화의 가능성을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북한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 다. 단지 단순히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따라배우기식 대중운동의 문화예술 방식으로만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이 무엇이며 그것이 이전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란봉악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김정은 시대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모란봉악단의 음악정치가 김정은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주민통합을 위한 북한의 선전선동체계의 하나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주목하고

자 한다.

연구범위는 시범공연으로 시작된 모란봉악단의 2012년 7월 6일 공연부터 2015

년 10월 현재까지를 다루고자 한다. 모란봉악단은 음악단체로서 공연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공연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으며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상자료를 참고

하 다. 인터넷으로 북한의 언론매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상당부분의 모란봉악단 

공연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내부의 편집을 거친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로동신문｣과 ｢조선예술｣ 등의 연속 간행물에 실린 글들을 분석해서 북한이 모란

봉악단의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담론화시키고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모란봉악단과 김정은 시대의 지향점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음악 자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동 상과 

함께 음악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김정일 시대와의 연속점과 분절점을 

음악 그 자체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음악분석과 김정은 

시대의 지향을 음악정치라는 북한식 문화예술 통치와 연결시키는 음악사회학적 

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단지 모란봉악단의 음악적 특징에 머물지 않고 북한음

악의 변화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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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모란봉악단의 조직과 활동

제1절 악단의 출현과 조직

1. 모란봉악단의 출현과 그 위치

기존에 모란봉악단의 출현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

에 여기서는 모란봉악단이 북한음악계에서 어떤 연속성과 분절성을 가지면서 등

장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집권

이 시작된 2012년 상반기에 준비를 시작해서 2012년 7월 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시범공연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 매체에서도 선전하고 있듯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악단이 출발한 셈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현대적인 모란봉악단의 출현 

이전 김정일 시기 후반부에 이미 만수대예술단의 삼지연악단이나 은하수관현악단

과 같은 현대적인 인민대중의 감성을 만족시키고자 한 악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단의 구성원을 바탕으로 모란봉악단이 준비된 것이다. 시범공연을 열고 

그것을 실황녹화 형태로 7월 11~12일 이틀에 걸쳐 두 차례나 대중에게 방송했다는 

것은 모란봉악단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 다는 것을 말한다. 시범공연 마지막에 

김정은이 무대를 향해서 엄지를 치켜든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이 공연을 북한에서는 ‘모란봉악단이 내용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형식에

서 새롭고 독특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인민적인 것으로 일관된 개성있는 공연을 

무대에서 펼치 다. 째인 안삼불과 화려한 무대조명의 효과로 하여 청각과 시각적

으로 변화무쌍한 공연은 음악형상창조의 모든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완전히 조화

시켰다. 공연의 주제와 구성으로부터 편곡, 악기편성, 연주기법과 형상에 이르는 

모든 음악요소들을 기성관례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혁신하 다.’고10) 극찬의 평가

를 하 다. 북한의 이러한 선전 문구의 평가를 학문적 차원에서 평가할 일은 아니

겠고, 어쨌든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북한

음악이 시대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의 정도를 짐작

할 수 있는데,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그 수준을 벗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보천보경음악단(후에 보천보전자악단)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견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보면 그 보다 더한 평가도 가능할 수 있을 

10)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

시 다,” ｢로동신문｣, 2012.07.0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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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대중화란 측면에서 북이 그동안 북쪽만의 정체성, 독자성을 고수하는데 

주목해왔다면 모란봉악단은 상대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남쪽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촌스러운 면이 있지만, 예전과 비교하자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헤어스타일, 무대설치, 조명, 무대매너 등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음악적 분석은 다음 항목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은하수관현악단과 삼지연악단이 어쨌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큰 향

력,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면, 모란봉악단은 분명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김정은 시대의 음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란봉악단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반응도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일단 모란봉악단의 출현은 성공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란봉악단의 출현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음악 단체의 

계보에서 보천보전자악단을 잇고 있다.11)

기악

현대음악 보천보전자악단

민족음악 왕재산경음악단

성악
(극음악)

현대음악 피바다가극단

민족음악 국립민족예술단

<표 1> 1980년대 이후 대표적 북한의 음악단체

위와 같이 북한음악단체를 기악과 성악(극음악 포함)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현대음악과 민족음악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방식대로 거칠게 설명하면 

현대음악은 서양, 대중음악 중심의 음악이고 민족음악은 전통음악 위주의 음악이

다. 극음악이 중심이 되는 성악분야는 현대음악을 혁명가극 <피바다>를 창작한 

11) 김정일, “민족음악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11월 13일,” ｢김정일선집13: 1992.2~1994.12｣(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8), 373-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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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가극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족음악은 민족가극 <춘향전>을 창조한 평양

예술단의 후신 국립민족예술단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기악분야의 현대음악은 보

천보전자악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족음악은 왕재산경음악단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특징별 구분일 뿐이며, 북한음악단체는 모두 극장식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보천보전자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의 경우에도 성악가들을 갖고 있으며, 

피바다가극단이나 국립민족예술단도 관현악단 규모의 기악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음악 단체의 계보에서 모란봉악단은 기악을 위주로 현대음악을 담

당했던 보천보전자악단을 잇고 있다. 경음악 단체이면서 상대적으로 현대음악을 

위주로 했던 보천보전자악단을 음악적으로 잇고 있다. 이는 북한 매체에서도 설명

하고 있는 대목이다.12) 보천보전자악단은 1985년 김정일이 남성들로 된 전자악단

조직사업을 지시하고 나서 조직되었다. 성악가들은 여성들도 포함된다. 이름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었다고 한다.13) 이러한 현대음악을 담당했던 남성 위주의 

경음악단을 이은 것이 바로 모란봉악단이다. 모란봉악단은 현대음악을 담당하는 

여성 위주의 경음악단인 셈이다. 연주가와 성악가 모두가 여성으로 구성된 완전한 

여성음악단체이다. 이 모란봉악단은 1960년대 만수대예술단의 녀성기악중주조와 

1980~90년대 남성위주의 보천보전자악단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수대예

술단과 보천보전자악단은 북한에서 말하는 ‘본보기예술단체’인데, 그 계보를 모란

봉악단이 잇고 있기14) 때문에 북한 음악예술 단체의 계보에서도 모란봉악단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모란봉악단의 조직

여기서는 모란봉악단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의 음악단체는 남

한의 음악단체들처럼 음악가 개인이나 음악가 몇 명이 모인 형태가 아니다. 모두가 

극장식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북한 초기 때부터 일관된 모습인데, 사회주의 

예술체계에 따라 집단주의적 공연형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란봉악단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들은 모란봉악단이라고 하면 주로 연주가들과 성악가들 몇 명

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단체는 극장식 체계에 따라 행정과 공연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 나뉘고, 공연 분야도 작곡과 작사 등을 담당하는 창작실, 그리고 녹음, 무대, 

12) 전은별, “우리 식의 독특한 새로운 경음악단,” ｢조선예술｣2014년 7호, 루계 691호(2014), 
19-20쪽.

13) 전은별, “악단의 명칭에도,” ｢조선예술｣2014년 6호, 루계 690호(2014), 5쪽.
14) 우정혁, “사랑하는 고향과 조국을 피로써 지킨 승리자들의 노래 원하리: 전승절경축 모

란봉악단공연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08.1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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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등의 공연 전반을 아우르는 부서들이 있다.

이러한 모란봉악단의 전모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1회 공연이었던 모란

봉악단 시범공연(2012.07.09.)을 출연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15)

구성 역할 이름 참고

악기조(11명)

제1전기바이올린 선우향희 악장

제2전기바이올린 홍수경 ·

전기비올라 차 미 ·

전기첼로 유은정 ·

신세사이자 김향순·리희경 ·

쌕스폰 최정임 ·

피아노 김 미 ·

전자드람 리윤희 ·

전기기타 강령희 ·

(전기)바스기타 리설란 ·

중창조(6명)

김유경 조장

김설미 ·

배우(노래) 류진아 ·

박미경 ·

박선향 ·

정수향 ·

<표 2>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출연자(2012.07.06.)

첫 공연에서는 악단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에 섰던 연주가와 

성악가들만이 확인된다. 연주단인 악기조 11명과 성악단인 중창조 6명 모두 17명

의 음악인들로 구성되었다. 그 중 주로 조명을 받았던 악기조는 9종의 악기들을 

사용했는데, 쌕스폰과 피아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악기를 쓴 점이 특이했다. 

그러니까 신세사이자(신디사이저)나 전기기타, (전기)바스기타 등은 이전의 경음

악단에서도 사용되었지만, 현악4중주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와 함께 드럼의 

경우까지 모두 전자악기로 바꿔서 전자음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가능한 모든 

악기들을 전자악기로 바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배우라고 

15)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2012. 
07.06.>, http://youtu.be/-d8jJGgoT4A,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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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중창조 가수가 6명 등장했다. 이 중 악기조의 악장은 제1바이올린을 맡은 

선우향희 고 중창조의 조장은 김유경이었다. 이후 다섯 번째 공연 ‘조선로동당창

건 67돐경축 모란봉악단공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2012.10.10.)’와 

여섯 번째 공연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60돐기념 모란봉악단공연(2012.10.29.)’

의 처음 악단 소개화면을 보면 중창조에 ‘리명희’가 추가되어 가수가 7명이 등장해

서 모두 18명이 활동한다.16)

다음 사진은 모란봉악단 2014년 량강도 순회공연 당시의 공연 안내지의 단원 

소개 부분이다.17)

<그림 1> 단원 소개 안내지

악장과 함께 현악4중주 4명과 중창조 7명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모란봉악단의 

구성을 보면 서양식 현악 4중주(바이올린2, 비올라1, 첼로) 중심의 연주단과 북한

16)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조선로동당창건 67돐경축 모

란봉악단공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2012.10.10.>, http://youtu.be/7bGh9fG6PL0, 
2012.10.12;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김

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60돐기념 모란봉악단공연, 2012.10.29.>, http://youtu.be/GsXF1Hys8ks, 
2012.10.30.

17) 조정훈, “모란봉악단과 ‘김정은 시대의 열린 음악정치’,”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427, 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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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악기 이름 참고

악기조(13명)

제1전기바이올린 선우향희 ·

제2전기바이올린 홍수경 ·

전기비올라 차 미 ·

전기첼로 유은정 ·

신세사이자 김향순, 리희경, 김 미 ·

쌕스폰 최정임 ·

피아노 김 미, 김정미 ·

전자드람 리윤희 ·

의 가사중심인 내용미학을 담당하는 중창단이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서양 

클래식의 양식화된 악단 형태를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의 사회주의 예술의 특징을 

담아낼 수 있는 중창조를 결합한 것이다. 물론 서양 클래식의 고전 형태가 아닌 

전자악기를 받아들인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악단의 구성원 변화가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 2013년 8월 2일에 열린 ‘위대

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이다. 이 공연 처음에도 악단 소개화면이 등장하는데 김향순이 빠지고 피아노의 

김 미가 신세사이저를 맡는다. 그리고 빠진 피아노의 자리에는 김정미라는 새로

운 연주가가 추가된다. 그리고 전자 바스기타의 리설란이 전혜련으로 바뀐다. 그리

고 7명이던 중창조에 라유미가 추가되어 8명으로 소개된다. 이로써 악기조 11명, 

중창조 8명의 19명 악단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공식적으로 단원들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연 모습을 

보면 기악조나 중창조의 단원들은 상황에 따라서 등장하거나 등장하지 않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큰 틀에서는 위 인원들이 그대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014년 9월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를 보면 새로운 가수 2명이 추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리수경과 리옥화인데, 리옥화는 기존 모란봉악단의 단원들이 

모두 젊은 여성들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노장 가수임이 눈에 띈다. 그런데 이후 

공연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또 가장 최근인 2015년 10월 11일 공연을 보면 

조국향이라는 가수가 중창조로 참여하 다. 상대적으로 기악조의 경우는 변동 상

황의 확인이 어려웠다.

이러한 모란봉악단에 참여한 음악가 전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모란봉악단 출연자 전원



524 신진연구논문집

구성 악기 이름 참고

전기기타 강령희 ·

(전기)바스기타 리설란, 전혜련 ·

중창조(11명)

김유경 공훈배우

김설미 ·

류진아 공훈배우

박미경 ·

배우(노래) 박선향 ·

정수향 ·

리명희 ·

라유미 공훈배우

리수경 ·

리옥화 공훈배우

조국향 ·

위와 같이 현재까지 모란봉악단에 참여한 연주자는 악기조 13명과 중창조 11명

으로, 모두 24명이 확인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러한 구성은 공연별, 시기

별로 차이를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현재까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김유경, 류진아, 라유미 3명이 모란봉악단 활동으로 공훈배우의 칭호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리옥화는 모란봉악단으로 등장한 첫 무대에서 ‘공훈배우’로 

소개되어 모란봉악단 활동 이전에 공훈배우 칭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무대에 등장하는 기악조나 중창조와 달리 확인된 모란봉악단의 창작조

나 행정 담당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구분 이름 참고

1 단장 현송월 ·

2 부단장 창작 황진 (작곡가) 인민예술가

3 행정 김운룡 ·

4 성악지도 장정애 ·

5 창작실 실장 우정희(작곡가) 공훈예술가

6 부실장 안정호(작곡가) 인민예술가

7 실원 차호근(작가) ·

8 록음사 길원금 ·

<표 4> 모란봉악단의 행정·창작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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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봉악단의 단장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14년 5월에 열린 제9차 전국예술인대

회 다. 이 때 현송월(전 보천보전자악단 가수)이 모란봉악단의 단장으로 소개되

면서 토론을 하 다. 이 당시 부단장 김운룡과 황진 , 장정애, 배우 류진아, 차 미

가 토론을 함으로써 단장과 부단장들이 함께 확인되었다.18) 나머지는 여러 수상소

식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다. 이와 같이 아직 모란봉악단 조직의 전모가 밝혀지지

는 않았다. 현재 밝혀진 상황을 보면 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창작실이 중요하게 

운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창작실에는 작곡가와 작가가 배치되어 있어서 

편곡과 작곡, 작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록음사가 확인되는 것처럼 

음향과 녹음뿐만 아니라 무대장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인원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2015년 10월 18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

란봉악단의 합동공연’후 김정은·리설주와 함께 찍은 모란봉악단의 단체사진이 확

인된다.19)

<그림 2> 70돐경축 공연 후 김정은·리설주와 함께 한 모란봉악단

18)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을 전달,” ｢로동신문｣, 2014.05.17., 2쪽;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페막,” ｢로동신문｣, 
2014.05.18., 1쪽.

19)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

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 다,” ｢로동신문｣, 2015.10.19., 3쪽; “김정은·리설주 부부

와 모란봉악단,”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
51019040900013,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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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구체적인 인물은 확인할 수 없지만 모란봉악단의 규모와 구성에 

대해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일단 전체 구성원은 25명 정도이고 악단의 악기조와 

중창조는 무대복을 입고 있는 19명으로 확인된다. 가운데 김정은 뒤의 인물이 현송

월로 추정된다. 나머지 6명은 위에서 얘기한 행정이나 창작실원일 것이다. 악기조

와 중창조와는 달리 여기에는 남성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사진을 함께 찍지 않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모란봉악단의 수상과 상징물

모란봉악단의 성공은 여러 수상경력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무대에 서는 음악가

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는 가수인 류진아가 2013년 7월 21일에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고,20) 다음으로 2014년 5월 17일에 가수인 라유미가 공훈배

우 칭호를 받았다.21)

다음은 두 가수의 공훈배후 칭호 정령이다.

<그림 3> 정령 ‘류진아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그림 4> 정령 ‘라유미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위 두 인물 중 가수 류진아는 모란봉악단 활동 1년 만에 가장 먼저 공훈배우 

칭호를 받음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대략 다시 1년 만에 라유미가 공훈

배우 칭호를 받았는데, 이렇게 칭호를 받은 인물들은 이후 공연에서도 독창곡을 

부르며 카메라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15년 10월 24일에는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류진아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

여’,” ｢로동신문｣, 2013.07.22., 1쪽.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라유미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

여’,” ｢로동신문｣, 2014.05.18.,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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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이 발표되어 공훈국가합창단원들과 함께 모란봉

악단 가수 김유경이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22)

무대의 출연자들이 아닌 창작가들의 수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4월 12일

에 모란봉악단 황진 , 우정희, 안정호의 로력 웅칭호가 정령으로 발표되었다. 

다음은 이들이 모란봉악단의 작곡가들로서 로력 웅 칭호를 받은 정령이다.23)

<그림 5> 정령 ‘황진영, 우정희, 안정호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이 정령으로 황진 과 안정호는 인민예술가, 우정희는 공훈예술가의 칭호를 받

게 되었다. 이는 모란봉악단의 활동이 인정된 것이다. 우정희는 최근 김정일훈장을 

받기도 하 다.24)

그리고 최근 2015년 10월 25일에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

과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수여모임이 진행되었다.25)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지휘성원, 창작가, 예술인, 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와 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5.10.25., 1쪽.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황진 , 우정희, 안정호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로력 웅칭

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4.04.13., 2쪽.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우정희동지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5.10.23., 
2쪽.

25) 조선중앙통신,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수여모임 진행,” ｢로동신문｣, 2015.10.2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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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한 등급 이상의 

군사칭호가 수여되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정령으로 김정일상 상장과 김정일상 금메달이 수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이름의 시계표창과 김정은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와 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어 인

민예술가칭호, 인민배우칭호, 공훈예술가칭호, 공훈배우칭호, 국기훈장1급·2급·3

급이 수여되었다. 이 중 군사칭호를 받은 모란봉악단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륙군

소좌 리설란(전기바스기타)’, ‘륙군대위 김향순·리희경(신세사이자), 김유경(중창

조)’, ‘륙군중위 전혜련(전기바스기타), 유은정(전기첼로), 최정임(쌕스폰), 홍수경

(전기바이올린), 김정미(피아노), 류진아·박미경·리수경·박선향·조국향(중창조)’ 등

이다.26) 이외의 인물에도 확인되지 않은 모란봉악단의 단원이 있을 수 있다. 그리

고 모란봉악단 중창조의 조장으로 활동한 김유경은 공훈배우 칭호도 함께 받았다.

다음으로는 개인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수상이 아니라 특정 노래를 창작한 창작

가,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시계표창이 확인된다. 2014년 8월 28일 ｢로동신문｣을 

보면 당시 만들어진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성과를 높이 사서 해당 작품을 만든 

작사가 차호근과 작곡가 안정호, 노래를 부른 가수 김설미, 노래를 녹음한 녹음사 

길원금이 시계표창을 받았다.27) 시계표창을 수여하는 모임이 8월 27일 평양대극장

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김정일 이름이 새겨진 시계

가 수여되었다. 이 노래는 표창과 함께 널리 소개되면서 불리고 있다.28)

이렇게 모란봉악단은 실기 예술인, 창작가, 창작된 노래에 이르기까지 수상을 

함으로써 그 공로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현재 북한의 대표적 음악단체이다. 이들

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장면으로 최근 2015년 10월 18일 새로 만들어진 경음악단체

인 청봉악단의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공연’을 모란봉악단 단원들이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29)

26)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

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예술인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5.10.25., 1쪽.

27)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노래 《철령아래 사

과바다》를 창작형상한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수여되 다,” ｢로동신문｣, 2014.08.28., 2쪽.
28) 리관수, “당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반 한 흠잡을데 없는 시대의 걸작: 가요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놓고,” ｢조선예술｣2014년 11호, 루계 695호(2014), 30-31쪽.
29)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 다,” ｢로동신문｣, 2015.10.19., 4쪽; “북한 김정은, 청봉악단·모란봉악단 기념공연 

관람,”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9/0200000000AKR2015101901
2700014.HTML,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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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청봉악단 공연을 보는 모란봉악단

위 사진은 같은 예술단체이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나란히 다른 예술단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공연은 평양의 예술

인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도 함께 관람하

지만 김정은의 바로 주위에는 모란봉악단 단원들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란봉악단은 기존의 북한 예술단체와 다르게 특정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다. 2012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67돐 경축 모란봉악단 공연부터 오른쪽 

가슴 위에 소해금에 오선지를 덧댄 배지를 착용하 고, 텔레비전 실황 방송 때 

곡목 소개에도 자막으로 이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5월 16일 제9

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열린 회의장 배경에도 모란봉악단의 상징물이 붙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30)

다음 사진은 모란봉악단 상징물이 연주자의 옷에 붙어 있는 모습과31) 곡목 소개

30) 이선애, ｢김정은 시기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

학원, 2015), 84쪽 참고.
31)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조선로동당창건 67돐경축 모

란봉악단공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2012.10.10.>, http://youtu.be/7bGh9fG6P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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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장면이다.32)

<그림 7> 조선로동당창건 67돐경축 
모란봉악단공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2012.10.10.)

 <그림 8>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2014.04.16.)

왼쪽 사진 첼로 연주자 유은정의 오른쪽 가슴 주머니 위에 모란봉악단의 상징물

이 보이며, 오른쪽 사진 노래 제목 <경음악 병사의 발자욱> 옆에 노란색의 모란봉

악단 상징물이 확인된다.

이 상징물은 모란봉악단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공연 무대 화면에도 공연 시작 

전이나 끝나고 나서 사용되고 있다.33)

<그림 9> 모란봉악단 공연(2014년 3월)

2012.10.12.
32)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

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2014.04.16.>, http://youtu.be/_MLQHjSyZmE, 2014.04.21.
33) 박옥경, “모란봉악단공연 련일 성황리에 진행, 더욱 고조되는 관람열풍: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모란봉》의 노래폭탄,” ｢로동신문｣, 2014.03.27.,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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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은 모란봉악단 제2시기의 첫 공연이었던 2014년 3월 17일 모란봉악단 

공연 이후 4월초까지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던 당시 공연이 끝난 뒤의 장면이

다. 그리고 이 상징물은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알리는 포스터에도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2014년 4월 량강도 순회공연 당시 극장의 안팎에 사용되었던 포스터가 

보이는 장면이다.

<그림 10> 모란봉악단 량강도순회공연 

‘대홍단군’(2014.04.06~07.) 극장 안

 <그림 11> 모란봉악단 량강도순회공연 

‘대홍단군’(2014.04.06~07.) 극장 밖

왼쪽 사진의 극장 안에서 공연안내지를 나눠주는 안내원과 관객 뒤에 모란봉악

단의 상징물로 표현된 3종의 포스터가 보인다.34)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는 그 

바깥인 대홍단군문화회관 정면 왼쪽에 모란봉악단의 포스터가 보인다.35) 이러한 

모란봉악단의 상징물은 2014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9차 예술인대회 

회의석 배경그림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그 단상 전체 배경화면과 

배경화면 중 모란봉악단의 상징물을 확대한 사진이다.36)

<그림 12>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단상 배경과 모란봉악단 상징물

34) 특파기자 전철주, “모란봉악단을 맞이한 대홍단삼천리벌에 환희와 격정이 파도친다: 대홍

단군과 백암군 인민들 공연 관람, 대절찬,” ｢로동신문｣, 2014.04.07., 4쪽.
35) 본사기자 김명훈, “약동하는 백두대지에 새봄을 불러오는 모란봉악단공연열풍: 노래도 삼

천리, 기쁨도 삼천리,” ｢로동신문｣, 2014.04.08., 4쪽.
36)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을 전달,” ｢로동신문｣, 2014.05.17.,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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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날짜 구분 이름 장소

1 2012.07.06. 공연1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만수대예술극장

2
2012.07.28.

( ~30.)
공연2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 류경정주 체육관

3 2012.08.25. 공연3 8.25경축 모란봉악단의 화선공연
군부대 극장(동부
전선)

4
2012.08.26.
( ~30. 추정)

공연4 청년절 경축공연 ·

5
2012.10.10.

( ~14.)
공연5

조선로동당창건 67돐경축 모란봉악단공
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류경정주 체육관

6 2012.10.29. 공연6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60돐기념 모란
봉악단공연

류경정주 체육관

7 2012.12.21. 공연7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
를 축하하는 모란봉악단공연

목란관 연회장

8 2012.12.31. 수상1
조선로동당 중앙위위원회, 조선로동당 중
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모란봉악단에 감사문

·

9
2013.01.01.

( ~03.)
공연8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
까지》 류경정주 체육관

10 2013.01.03. 수상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위원회 감사문을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전달하는 모임

·

다음 본문에서 설명되겠지만 2014년 5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의 기조는 ‘모란

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 배우자 다. 이러한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단상 

뒤 배경화면의 모란봉악단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물은 모란봉악단

이 차지하는 현재 북한 예술계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제2절 공연활동

이 항목에서는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 전반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은 현재까지 확인되는 공연을 포함한 수상 등에 관한 모란봉악단 활동일지

이다.

<표 5> 모란봉악단 일지



533

번호 날짜 구분 이름 장소

11 2013.02.01. 공연9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
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조선인민군공훈국
가합창단 합동공연 《어머니의 목소리》

류경정주 체육관

12 2013.04.11. 공연10
모란봉악단 조선인민군 제630대련합부대 
축하방문 화선공연

630부대 군인회관
(지방)

13 2013.04.25. 공연11 조선인민군창건 81돐경축 모란봉악단공연 목란관 연회장

14 2013.06.23. 공연12
자강도 로동계급들과 함께 한 모란봉악단 
공연

강계뜨락또르종합
공장 체육관(강계)

15 2013.07.21. 수상3

모란봉악단 배우 류진아에게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 수여: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

·

16 2013.07.27. 공연13
모란봉악단 전승절 축하공연 《위대한 
승리》 목란관 연회장

17 2013.08.02. 공연14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류경정주 체육관

18
2013.10.10.

( ~15.)
공연15

조선로동당창건 68돐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

류경정주 체육관

19 2013.10.24. 공연16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
원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공
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류경정주 체육관

20 2014.03.17. 공연17-1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모란봉악단 공연

4.25문화회관

21 2014.03.22. 공연17-2 모란봉악단 공연 4.25문화회관

22
2014.03.23.
( ~04.01.)

공연17-3 모란봉악단 공연 4.25문화회관

23 2014.04.02. 공연18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
단 공연

·

24
2014.04.04.

( ~05.)
공연19 모란봉악단 량강도순회공연 ‘삼지연군’ 삼지연군문화회관

25
2014.04.06.

( ~08.)
공연20 모란봉악단 량강도순회공연 ‘대홍단군’ 대홍단군문화회관

26
2014.04.09.

( ~11.)
공연21 모란봉악단 량강도순회공연 ‘혜산시’ 량강도예술극장

27 2014.04.12. 수상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황진 , 우정희, 안정호
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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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날짜 구분 이름 장소

력 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28 2014.04.16. 공연22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
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

29 2014.05.02. 공연23
송도원국제소년단야 소 준공 모란봉악
단 축하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

송도원국제소년단
야 소 국제친선소
년회관

30
2014.05.16.

( ~17.)
기타1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 토론

·

31 2014.05.17. 수상5
모란봉악단 배우 라유미 공훈배우칭호 수
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32
2014.05.19.

( ~21.)
공연24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4.25문화회관

33 2014.08.27. 수상6

김정일총비서 존함시계표창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수여 모임. 노래<철
령아래 사과바다>: 모란봉악단 창작실 작
가 차호근, 작곡가 안정호, 가수 김설미, 
록음사 길원금

평양대극장

34
2014.09.03.

( ~04.)
공연25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만수대예술극장

35
2015.04.27.

( ~28.)
공연26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
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공연

인민문화궁전

36 2015.09.07. 공연27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환 하는 모란
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

·

37
2015.10.11.

( ~16.)
공연28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
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

류경정주 체육관

38 2015.10.18. 기타2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청봉악단 공연 
관람

인민극장

39 2015.10.25. 수상7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
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당 및 국
가표창과 군사칭호수여모임

·

위 일지는 상이 공개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매체에 나타난 모란봉악단 관련 

사건들을 모두 모아 만든 것이다. 주로 공연활동들이 대부분이며, 감사문, 표창 

등 수상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4년 제9차 예술인대회 때의 참여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일지를 보면 모란봉악단의 활동에 대한 시기구분이 

가능한데 다음이 해당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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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란봉악단 활동 시기구분

순서 날짜 내용

1시기 2012.07.06.~2013.10.24.
•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
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2시기 2014.03.17.~2014.09.04.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모란봉악
단 공연 ~

•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3시기 2015.04.27.~현재

•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공연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
봉악단의 합동공연( ~10.16.)

위와 같이 현재까지 모란봉악단의 활동은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체적 

시기로 활동을 나누었는데, 2012년 7월 6일 ‘모란봉악단 시범공연’부터 2013년 

10월 24일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

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까지는 대략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16차례의 

줄기찬 공연이 확인된다. 이처럼 확인된 공연만 따진 것이더라도 달마다 한 번씩 

매번 새로운 악곡을 개발해서 무대에 올리면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게다가 장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다닌 것으

로 확인된다. 이런 줄기찬 공연 끝에 2014년 3월까지 대략 5개월 간의 휴식기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2014년 3월 17일 2시기의 첫째공연을 갖고 대략 6개월간의 

활동을 갖고 다시 휴식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대략 개월 남짓의 휴식을 거친 후에 

올해 2015년 4월 27일 공연이 확인된다. 이런 활동 방식을 보면 첫 시작이었던 

1시기의 줄기찬 공연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 계속해서 공연과 휴식, 그리고 새로운 

작품의 복귀공연이라는 주기가 보인다. 이는 모란봉악단이 서구식 대중가수들의 

‘앨범 발매와 공연-휴식-복귀’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충분한 

휴식과 연습, 창작의 기간을 보장해주어 모란봉악단의 장기적 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에는 각 시기별 중요한 공연을 위주로 그 활동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1. 1시기(2012.07.06.~2013.10.24.)

1시기의 처음이자 모란봉악단의 출현을 알렸던 2012년 7월 6일의 ‘모란봉악단 

시범공연’은 역시나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당시 모란봉악단 공연의 실황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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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서 갈래 제목 참고

1 경음악 <아리랑> 악장 선우향희

1부 2 녀성4중창
<그대는 어머니>(박미경, 김설
미, 류진아, 박선향)

2012년 추정.

3 경음악 <차르다쉬>(외국곡) Vittorio Monti, <Csardas>

4 경음악 <싸바의 녀왕>(외국곡) Michel Laurent, <La Reine De Saba>

5 녀성2중창
<내마음 별에 담아>(정수향, 
김유경)

한창우 작사, 박진국 작곡, 2001.

6 녀성5중창
<배우자>(박미경, 김설미, 정
수향, 김유경, 박선향)

리광선 작사, 황준  작곡, 1992.

7 경음악 <별의 세레나데>(외국곡)
Paul de Senneville, <Coup De 
Coeur>

8 녀성2중창
<이 강산 높은 령 험한 길우
에>(정수향, 류진아)

강창  작사, 우정희 작곡, 2002.

9 경음악 <뻬넬로뻬>(외국곡) Paul Mauriat, <Penelope>

10 경음악 <예쁜이> 박 순 작사, 안정호 작곡, 1998.

11 녀성6중창
<붉은기 펄펄>(중국노래 - 박
미경, 김설미, 정수향, 김유경, 
박선향, 류진아)

<紅旗飄飄>

12
경음악과
노래

<승리자들>(6중창-김설미, 박
미경, 김유경, 정수향, 박선향, 
류진아)

2012년 추정.

1 경음악 <이제 곧 날아오르리>(외국곡)
화<Rocky>, 주제가<Gonna 

Fly Now>

2부 2 경음악
<장밋빛을 띤 미뉴에트>(외
국곡)

Paul Mauriat, <Minuetto>

3 녀성3중창
<녕변의 비단처녀>(김설미, 박
미경, 김유경)

김정철 작사, 안정호 작곡, 2006.

4 녀성6중창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김 최준경 작사, 안정호 작곡, 2001.

<표 7> 모란봉악단 시범공연(2012.07.06.)

자료를 참고로 공연곡목을 소개한 표이다.37)

37)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2012.07.06.>, http://youtu.be/-d8jJGgoT4A, 2012.07.11; ｢조선문학예술년감 2013｣(평양: 문학예

술출판사, 2014), 33-34쪽 참고. 그리고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김지은님의 도움을 받았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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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 박미경, 김유경, 정수향, 
박선향, 류진아)

5 경음악 <나의 길>(외국곡)
Claude Francois·J. Revaux 작곡, 
Paul Anka 작사, <My Way>

6 녀성3중창
<들꽃 세송이>(정수향, 김유경, 
박선향)

리연희 작사, 리종오 작곡, 2001.

7 현악4중주
<그 품 떠나 못살아>(선우향희·
홍수경·차 미·유은정)

신운호 작사, 리종오 작곡, 1989.

8
경음악과
노래

<세계동화명곡묶음>
① <세상은 좁아>
② <톰과 제리>
③ <언젠가 꿈속에서>
④ <곰아저씨 뿌>
⑤ <비비디바비디부>
⑥ <미키 마우스 행진곡>
⑦ <꿈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⑧ <미인과 야수>
⑨ <언젠가는 나의 왕자님이 

찾아오리>
⑩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⑪ <백조의 호수>
⑫ <세상은 좁아>

① Richard M. Sheman and 
Robert B. Sheman, <It’s a 
small world>(작은 세상)

② 화<Tom And Jerry> 주제가
③ 화<Sleeping Beauty>, 

<Once Upon  a Dream>
④ 화<Winnie the Pooh> 주

제가
⑤ 화<Cinderella>, <Bibbidi 

Bobbidi Boo>
⑥ 티비쇼< The Mickey Mouse 

Club> 주제가
⑦ 화<Cinderella>, <A Dream 

is a Wish Your Heart Makes>
⑧ 화<Beauty And The 

Beast> 주제가
⑨ 화<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When you 
wish upon a star>

⑩ 화<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주제가

⑪ 발레<Swan Lake> 주제가

9 경음악 <집씨의 노래>(외국곡) Pablo de Sarasate, <Zigeunerweisen>

10 녀성6중창
<당을 노래하노라>(김설미, 박
미경, 김유경, 정수향, 박선향, 
류진아)

차 도 작사, 황진  작곡, 2010.

11 녀성6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
자>(김설미, 박미경, 김유경, 정
수향, 박선향, 류진아)

류동호 작사, 전홍국 작곡, 2012.

녹화 1 경음악 <결투>(외국곡) 팝송<The Duel>

상 2 경음악 <승리>(외국곡) 랩송<Victory>

제외 3 경음악 <달라스>(외국곡) 컨츄리송<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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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은 전자음악을 전면에 내세운 대중음악을 하는 북한식 경음악단의 출현

을 알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음악적 특징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존

의 서구 고전음악식의 음악에서 팝음악식의 대중음악을 선보 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다음은 시범공연 당시의 모습이다.38)

<그림 13> 모란봉악단 시범공연(2012.07.06)의 장면

위 장면은 연주장면만 보이는데, 악기조의 대표인 현악4중주가 맨 앞에 있으며 

뒤에 다른 악기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무대 뒷면에는 종래에 보지 못했던 

조각식 배경화면이 등장하여 공연을 보조하고 있다. 군데군데 화려한 조명도 보이

고 있다. 이 공연은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11일, 12일 이틀간 녹화실황을 방 하

다.39) 이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극찬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란봉악단은 내용에

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형식에서 새롭고 독특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인민적인것

으로 일관된 개성있는 공연을 무대에서 펼치 다. 째인 안삼불과 화려한 무대조명

38)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

시 다,” ｢로동신문｣, 2012.07.09., 2쪽.
39)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 TV시청자들의 인기를 독점: 《예술의 새로운 맛을 느꼈다》,” ｢조

선신보｣, 20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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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로 하여 청각과 시각적으로 변화무쌍한 공연은 음악형상창조의 모든 요소

들을 예술적으로 완전히 조화시켰다. 공연의 주제와 구성으로부터 편곡, 악기편성, 

연주기법과 형상에 이르는 모든 음악요소들을 기성관례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혁

신하 다고 말씀하시 다.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민족고유의 훌륭한것을 창조

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것도 좋은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것으로 만들

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의 음악예술을 세계적수준

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 다.’라며40)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공연의 성공

을 알렸다.

그리고 곡목 편성을 보면 북한음악과 함께 외국음악이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물론 기존의 북한 보천보전자악단과 같은 경우도 외국음악을 빈번히 연주해왔다. 

하지만 단일 공연에 이렇게 많은 비중의 외국음악을 연주하는 경우는 없었다. 더구

나 외국 악단과 합동공연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특히 미국의 음악, 특히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할리우드 화음악들이 연주되었다는 점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화 <Rocky>의 주제가 <Gonna Fly Now>가 <이제 곧 날아오르리>라

는 제목으로 연주되었고 월트 디즈니류의 만화 화 주제가들 상당수가 <세계동화

명곡묶음>으로 불렸다. 이 노래들이 나오는 중에는 해당 화의 인형들이 등장하

기까지 하 다. 또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로 유명한 미국의 팝송 <My Way>도 

<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주되었다. 그리고 공개된 상에는 없지만 미국의 

팝송과 랩송, 컨츄리송도 연주되었던 것을 보면, 이것은 기존과 구별되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가사로 사상성을 강조하는 북한음악들도 

이전과 같이 불리고 연주되었다는 점은 종전과 같은 북한음악의 곡목 편성과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에서는 ‘사회주의’ 고수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2012년 새로 창작된 김정은에 대한 송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

자>가 끝곡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유일 지도자 중심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북한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 팝음악식의 음악형태와 함께 <세

계명곡묶음>, 외국의 팝송 등을 연주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향해 손을 내민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음악적으로, 나아가 북한사회가 ‘동시대성(同時代性, 

contemporaneity)’을 획득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제1회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7월 28일의 ‘전승절경

40)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

시 다,” ｢로동신문｣, 2012.07.0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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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음악 애국가 1부 군복

1부

원할 
우리의 
7.27!

2 경음악과 노래

우리의 7.27
문경고개
진군 또 진군
조국보위의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결전의 길로
승리하고 돌아오라
내 고향의 정든 집
우리 님 웅되셨네
우리는 승리했네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우리의 7.27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 김일성 상, 음성(자막처
리) 종전선언

3 경음악 장군별

4 경음악 결전의 길로

5 경음악 진군 또 진군

6 녀성독창과 방창 전사의 노래 류진아

7 녀성2중창 나의 한생 류진아·박선향

8 녀성3중창 내 삶과 조국 박미경·김유경·박선향

9 경음악 군기와 함께

10 녀성6중창 전승의 메아리

11 경음악과 노래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
는가

12 녀성6중창 중국인민지원군전가 중국말 가사, 번역가사 자막

13 녀성6중창
중국텔레비죤극《마오안
잉(모안 )》 주제가

중국말 가사, 번역가사 자막

14 경음악 조국은 원히 기억하리라

15 경음악과 노래 승리자들 2012년 추정.

16 녀성6중창 우리의 7.27 박 순 작사, 안정호 작곡, 1998.

<표 8>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2012.07.28., 실황록화)

축 모란봉악단공연’이다. 다음은 당일 공연의 곡목 표이다.41)

41)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 2012.07.28.>, 
http://youtu.be/ gQ2jWVYwEx0,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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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음악 예쁜이 2부 공연복장

2부 2 경음악 차르다쉬(외국곡) Vittorio Monti, <Csardas>

7.27 
경축
공연

3 녀성3중창 녕변의 비단처녀
김설미·박미경·김유경
- 김정철 작사, 안정호 작곡, 

2006.

4 녀성6중창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5 경음악
장밋빛을 띤 미뉴에트(외
국곡)

Paul Mauriat, <Minuetto>

6 경음악 싸바의 녀왕(외국곡)
Michel Laurent, <La Reine De 
Saba>

7 녀성2중창 내마음 별에 담아
정수향·김유경
- 한창우 작사, 박진국 작곡, 
2001.

8 녀성5중창 배우자

김유경외 4명(박미경, 김설미, 
정수향, 김유경, 박선향)
- 리광선 작사, 황준  작곡, 

1992.

9 현악4중주 그 품 떠나 못살아
선우향희·홍수경·차 미·유은정
- 신운호 작사, 리종오 작곡, 

1989.

10 경음악 모차르트 40번(외국곡)

11 경음악 집씨의 노래(외국곡)
Pablo de Sarasate,
<Zigeunerweisen>

12 경음악 우리를 보라

13 녀성6중창 당을 노래하노라
차 도 작사, 황진  작곡, 
2010.

14 녀성6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
도자

류동호 작사, 전홍국 작곡, 
2012.

이 공연이 대중들을 위한 실질적 공연으로는 처음이다. 시범공연은 그야말로 

시범공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험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대중들을 향한 공연을 하게 되면서는 북한음악의 방식으로 틀을 갖춰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첫 공연은 소위 ‘전승절 경축’ 공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부에서

는 기념공연의 성격에 맞게 연주가와 성악가들이 군복으로 등장했고, 이후 2부 

축하공연에서는 무대용 공연복장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경음악과 노래’라는 형식

이 등장한다. 이러한 형태가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란봉악단은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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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줄거리, 즉 이야기가 있는 음악양식으로 

훌륭히 구현해냈다고 평가된다. 이는 내용중심의 미학, 서사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음악예술의 특징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부 두 번째에 배치된 경음악과 

노래를 보면 <문경고개>에서부터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10곡의 앞뒤에 본 

공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곡 <우리의 7.27>을 배치해서 수미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연곡이지만 하나의 곡으로 완성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

는 음악만이 아니라 무대 배경화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 ‘경음악과 노래’에서 <우리의 7.27>을 제외한 마지막 곡 <김일성원수께 드리

는 노래>에서는 6.25전쟁의 휴전을 알리는 김일성의 상이 육성, 자막과 함께 

등장한다. 이로써 이 곡은 하나의 완전한 극형태의 음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

기구조의 음악을 만들자면 편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모란봉악단의 중요한 음악

적 특징으로 편곡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매체에서도 서양 

대중 팝음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리듬을 잘 활용하 다고 평가한다. ‘전자드럼

과 전기바스기타와 같은 리듬악기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피아노, 전기바이

올린, 전기첼로와 같은 악기들도 대담하게 리듬연주에 인입시키는 편곡수법이 독

특하 다.’고 평가하고 있다.42)

지난 시범공연은 실내 정식공연장인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렸지만 공연은 대중

공연으로서 대형 체육관(류경정주 체육관)에서 무대를 꾸며 개최한 것이다.43) 

다음은 무대와 관객석이 보이는 공연 장면이다.

<그림 14>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 공연
(2012.07.28.)

 <그림 15> 조선로동당창건 67돐경축 모란봉
악단공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
르는 노래》(2012.10.10.)

42) 우정혁, “사랑하는 고향과 조국을 피로써 지킨 승리자들의 노래 원하리: 전승절경축 모

란봉악단공연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08.12, 2쪽.
43)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을 관람하시

다,” ｢로동신문｣, 2012.07.31.,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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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구분 제목 참고

1 경음악 <애국가> ·

2 녀성중창(7명) <빛나는 조국> ·

3 경음악과 노래 <설눈아 내려라> ·

4 경음악과 노래련곡
<장군님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① 노래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

·

이러한 대형체육관 공연이 북한에서 처음 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은하수관현악단 등의 대규모 관현악단에 의해서만 개최되었다. 하지만 소규모 경

음악단인 모란봉악단이 이 곳에서 공연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자악기를 전면

에 내세움으로써 공연장 전체의 음향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왼쪽 사진은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 공연이고 오른쪽은  2개월 남짓 이후에 열린 ‘조선로동당

창건 67돐경축 모란봉악단공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2012.10.10.)’이

다. 왼쪽 사진의 무대는 종래의 극장식 무대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른쪽 사진

은 관객석으로 무대가 튀어 나와 있다.44) 실제 공연에서도 연주자나 성악가들이 

무대 앞쪽의 원형무대로 나와서 관객들에게 다가섬으로써 현장감과 생동감을 높

여주었다.45) 이런 식의 대중 팝음악 콘서트에서 보이는 무대활용도 종래에는 보지 

못했던 점이다. 그와 함께 조명의 적극적 활용과 다양함이 확인된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모란봉악단 공연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높았던 공연인 ‘모란

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2013.1.1.)’를 보고자 한다. 시범공연과 

전승절 경축공연, 그 뒤에 이어진 공연들과 달리 이 공연은 그야말로 새해를 축하

는 축제 성격의 공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으로 꾸민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2013년 말 있었던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축하하는 자리 기 때문

에 더욱 그러했다. 이후 2014년, 2015년에는 모란봉악단의 신년축하공연이 보이지 

않는다. 이 공연의 실황녹화 디브이디(DVD)는 정식 발매되어 대중들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도 널리 퍼졌다. 다음은 해당 공연의 곡목구성이다.46)

<표 9>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2013.1.1., 실황록화)

44)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창건 67돐경축 모란봉악단공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 다,” 
｢로동신문｣, 2012.10.11., 1쪽.

45) 우정혁·한충혁, “인민은 원히 조선로동당을 노래한다: 조선로동당창건 67돐경축 모란봉악

단공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10.22., 2쪽.
46)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2013.01.01.>, http://youtu.be/PSrNAPGdPBk,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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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구분 제목 참고

② 경음악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③ 노래 <매혹과 흠모>
④ 노래 <인민사랑의 노래>
⑤ 노래 <그이만을 생각하네>
⑥ 노래 <전선길에 눈이 내리네>
⑦ 노래 <말하라 선군길아>
⑧ 경음악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⑨ 경음악 <정일봉의 우뢰소리>
⑩ 노래 <조선의 힘>

5 경음악 <단숨에> ·

6 녀성독창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 김유경

7 녀성3중창 <노들강변> 김설미·리명희·김유경

8 경음악과 노래련곡

<세계명곡묶음>
① 경음악 <세상에 부럼없어라>
② 경음악 <아이가 태여났을 때>
③ 경음악 <사랑은 푸르다>
④ 경음악 <뛰르끼예행진곡>
⑤ 경음악 <정의의 싸움>
⑥ 노래 <모스크바의 노래>
⑦ 경음악 <푸른 수건>
⑧ 노래 <카프리섬>(칸초네)
⑨ 경음악 <락엽>(이브 몽땅)
⑩ 경음악 <처녀의 기도>(바다르체브스카)
⑪ 경음악 <북풍이 불어온다>
⑫ 노래 <조국을 노래하네>
⑬ 노래 <사회주의 좋다>
⑭ 노래 <런던데리의 노래>
⑮ 경음악 <로미오와 쥴리에따>
⑯ 경음악 <띠꼬띠꼬>
⑰ 경음악 <스케트타는 사람들의 왈쯔>
⑱ 경음악 <라 꿈바르씨따>
⑲ 경음악 <라데츠키행진곡>
⑳ 경음악 <푸니꿀리 푸니꿀라>
㉑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

9 녀성중창(7명)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

10 녀성중창(7명) <우리의 소원은 통일> ·

11 녀성중창(7명) <통일 6.15> ·

12 녀성중창(7명)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 6.15. 김대중-김정일
- 10.4. 노무현-김정일

13 녀성중창(7명) <인민은 일편단심> ·

14 녀성중창(7명, 종곡) <설눈아 내려라> ·



545

위 곡목들은 2개의 ‘경음악과 노래련곡’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범공연 때의 ‘세계명곡묶음’과 전승절 공연 때의 북한식 노래련곡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즉 북한, 자신의 모습과 세계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

다. 세계명곡묶음의 경우도 기존의 병렬적 형태가 아니라 앞뒤로 북한노래인 <세

상에 부럼없어라>를 배치함으로써 세계와 어깨겯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 다. 이러한 구성은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축하하며 세계의 무대로 

진입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것은 북한의 지향을 엿볼 수 있는 구성이었

다. 세계명곡묶음을 보면 더욱 다양한 외국의 명곡들을 연주, 노래하고 있다. 그러

면서도 서곡과 종곡에 <설눈아 내려라>를 배치하여 자신들의 노래로 공연 전체의 

수미상관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연의 한 부분인 ‘경음악과 노래련곡’에서만이 

아니라 공연 전체를 이야기가 있는, 극구조로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이다. 기존에 한 주제를 정해놓고 나열식으로 곡목을 구성했던 것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부진한 가극을 종래 가극의 방식이 아닌 

음악회 방식으로 공연무대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공연의 절정은 경음악 <단숨에> 다고 본다. 이 곡은 본래 성악곡이었으나 

경음악의 기악곡으로 편곡한 것이었다. 이 음악은 해당 공연의 주요 제재인 ‘《광명

성-3》호 2호기’의 발사 장면을 화면 배경으로 하 다는 점에서도 절정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란봉악단의 음악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하는 점에서

도 음악적으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성악곡의 주제를 살리면서도 다양한 

편곡으로 기악곡화를 훌륭하게 처리하 다. 기악곡으로도 손색이 없을 편곡처리

다. 그리고 다이내믹한 리듬을 강조하고 전자음악의 음색을 극적으로 살린 구성

이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평가는 북한 스스로도 내리고 있다.47) 이것은 공연 장면

에서도 드러나는데, <단숨에>가 연주될 때 무대 앞까지 관객들이 등장해서 춤을 

추는 장면은 북한음악 공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곡은 민요 <노들강변>이었다. 기존의 모란봉악단의 악기편성은 양악편성이

었다. 물론 민요풍의 노래를 연주하거나 부르기는 했지만, 악기는 양악기가 전부

다. 그런데 이번 <노들강변>의 음악에는 민족악기인 꽹과리를 사용함으로써 일종

의 배합편성, 양악기와 민족악기를 배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는 보천보전

자악단 등에서도 보여주었던 북한이 말하는 우리 식 경음악단의 방법론 중 하나이

다.48)

47) 리동욱, “위대한 선군령장의 축복받아 광빛나는 선군조국의 모습: 모란봉악단의 신년경

축공연《당을 따라 끝까지》를 보고,” ｢조선예술｣2013년 4호, 루계 676호(2013), 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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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자강도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2013.6.23.)’을 주

목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공연은 주로 행사나 기념일의 축하공연 형태를 띠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은 노동현장에 직접 가서 진행한 것이었으며 모란봉악단 공연 

이후에 김정은의 경제건설에 관한 연설이 이어진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노동현

장에 투입되면서 음악과 노동의 결합을 추구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49) 이 연설

에서 김정은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천명했던 2013년 3월 전원

회의 정신을 접수하고 관철하라고 노동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공연과 연설에 걸친 

주요 메시지는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 배워 3월 전원회의 정신에 따라 

경제건설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이제 모란봉악단은 예술단체의 본보기, 모범단체

가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의 본보기, 모범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

한 모란봉식 선전선동의 과정은 다음 본문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2. 2시기(2014.03.17.~2014.09.04.)

2시기인 2014년 모란봉악단의 활동은 ‘모란봉악단 공연(2014.3.17.)’으로 시작한

다. 다음은 해당 공연의 곡목표이다.50)

<표 10> 모란봉악단 공연(2014.3.17., 실황록화)

순서 갈래 제목 참고(가수)

1 녀성중창(5명) 인민의 환희 박미경·김설미·김유경·정수향·라유미

2 녀성독창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정수향

3 녀성2중창과 방창 어버이 박미경·김유경

4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김설미

5 녀성3중창 귀향의 노래 박미경·정수향·김유경

6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라유미

7 녀성독창과 방창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박미경

8 녀성중창(5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박미경·김설미·김유경·정수향·라유미

9 녀성중창(5명) 당기여 원히 그대와 함께 박미경·김설미·김유경·정수향·라유미

10 녀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박미경·김설미·정수향·라유미

11 녀성중창(5명)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박미경·김설미·김유경·정수향·라유미

48) 최재선, ｢우리 식 경음악편곡｣(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1-12쪽.
49)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강도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 다,” ｢로동신문｣, 2013.06.24., 1-2쪽.
50)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모란봉악단공연 , 

2014.03.17.>, http://youtu.be/VX1jaLQQ8CQ,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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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은 분류하자면 ‘시범공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공연은 특정 행사나 

기념일에 행해진 공연이 아니다. 따라서 <애국가> 등의 음악이 없다. 그리고 공연 

소개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공적 매체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그리고 공연의 관객석도 상당부분이 비워져 있으며, 관객들도 대부분 

군인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악장으로 가장 주요하게 활동했던 선우향희가 보이

지 않는 점도 특이하다. 중창조도 대표적 성악가 던 류진아 등이 빠지고 5명으로 

축소되어 있다. 5개월 만에 다시 복귀공연을 갖는 대표음악단체 모란봉악단의 공

연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는 2013년 하반기에 벌어진 장성택과 음악예

술인들의 숙청 사건의 여파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2013년 하반기

에 장성택 사건과 함께 그에 연루된 음악예술인들의 문제들이 불거졌고, 이것의 

조정 기간을 거쳐 이번 공연이 개최된 것으로 짐작한다. 그 동안의 갑작스러운 

공연 중단과 이번 공연의 어색한 등장이 그렇게 짐작하게 한다. 조정 기간을 거친 

후 시범공연을 갖고 그 승인을 확인하는 자리 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이러한 ‘사상전’의 마무리를 짓는 2014년 5월 9차 예술인대회의 모란봉

악단 부단장 김운룡의 토론문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부분이다.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어째보려고 양봉음위, 동상이몽한 현대판종파분자들

이 문학예술부문의 신념이 떨떨하고 혁명화를 부담스러워하던자들에게 더러운 마

수를 뻗친 사실은 우리를 더욱 각성시키고있습니다.(밑줄은 필자)51)

위와 같이 장성택을 의미하는 현대판종파분자와 그의 향하에 있던 문학예술

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가 2013년 말 2014년 초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구성원의 조정과 함께 무대배치에서도 드러난다. 본래 현악4중주가 

중심이었던 모란봉악단의 악기조 배치는 현악4중주가 무대 가장 앞에 일렬로 서있

던 형태 다. 하지만 이 공연의 배치는 현악4중주가 악단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그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악단의 배치를 볼 수 있는 공연장면이다.52)

51) 모란봉악단 부단장 김운룡,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한 토론들: 예술창조도 생활도 항

일유격대식으로 하여 혁명적예술단체의 예를 빛내여나가겠다,” ｢로동신문｣, 2014.05.18., 
3쪽.

52)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 다,” ｢로동신문｣, 2014.03.17.,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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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모란봉악단 공연(2014.3.17.)

무대의 구성을 보면 소규모의 평범한 무대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악4중주

가 3명으로 축소되어 악기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된다. 이 공연 때 연주되

고 불린 노래들은 <귀향의 노래>를 제외하고 모두 2013년, 2014년에 창작된 노래들

이었다.53) 이것들은 김정은 시대의 음악으로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당에 대한 충성

을 다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범공연으로 제2기가 승인된 후에는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열흘에 걸쳐 

4.25문화회관에서 대중공연을 가졌다. 대중들에게 2기 모란봉악단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는 2014년 2월에 열린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유일령도’정신을 모란봉

악단의 선전선동으로 대중들에게 퍼뜨려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54) 이 공연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장기의 공연이다. 모란봉악단의 당성을 

시험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의 정신을 보여주는 공연이었다. 

다음은 대중공연으로 3월말에 열린 4.25문화회관의 공연 모습이다.55)

53) 이선애, ｢김정은 시기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

학원, 2015), 78쪽.
54) “폭풍같은 반향, 또 보고싶은 공연: 모란봉악단 성황리에 공연 시작,” ｢로동신문｣, 2014.03. 

24., 2쪽.
55) 조향미, “날이 갈수록 관람열기를 고조시키는 모란봉악단공연,” ｢로동신문｣, 2014.03.28.,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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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모란봉악단 공연(2014년 3월말)

3월말 진행된 대중공연의 실제 상은 보지 못했으나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악단의 배치가 3월 17일 공연과 같은 것으로 보아 선우향희나 류진아 등은 참여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연장소가 체육관이 아닌 4.25문화회관이었으나 

무대의 형태가 관객석까지 들어오게 설치하여 무대의 변화를 실내 전용극장에서

도 과감하게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수와 현란한 조명도 무대효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을 보면 무대막이 따로 없고 소개자가 따로 없어

서 매 종목들에 대한 해설이 없었다고 전한다.56) 이전의 모란봉악단 공연을 모두 

녹화 상으로 봐서 그 이전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적어

도 이번 대중공연에서는 무대막과 소개자, 그리고 곡목 소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된다. 이로써 종래의 극장식 무대에서 무대막이 설치되고 소개자가 곡목의 일반사

항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식을 모란봉악단이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곡목 소개와 해설은 사회주의 내용미학을 추구하는 북한음악계의 

전통적 방식인데, 이것을 서구의 여느 팝음악 공연과 같이 진행하면서 없앤 것이

다. 이것도 일종의 서구 팝음악과 같은 방식을 추구하면서 공연형태의 동시대성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여러 사항들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공연은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시대적요구와 미감에 맞을뿐아니라 우

리 인민의 지향을 잘 반 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며 끝없는 

격정을 안겨주고있다.’고57) 평가하고 있다. 이번 장기공연은 일반대중 속에 모란봉

56) 본사기자 박옥경, “폭풍같은 반향, 또 보고싶은 공연: 첫날부터 대인기, 대절찬 - 흥분과 

격동으로 끓어번지는 4. 25문화회관,” ｢로동신문｣, 2014.03.24., 2쪽.
57) 조향미, “인민의 지향이 잘 반 된 격동적인 모란봉악단공연,” ｢로동신문｣, 2014.04.01.,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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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단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기회 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4월 1일까지의 장기 공연을 마치고 바로 

다음날인 4월 2일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 공연’을 진행한다. 

평양의 장기공연에 이어 바로 량강도 순회공연이 진행된다. 이는 정말 강행군의 

공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량강도순회공연은 북한 인민들에게는 백두산으로 상

징되는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체제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

로 보인다. 량강도 순회공연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순회공연은 없없다. 그리고 

모란봉악단에게는 백두산의 현지체험으로 ‘당성훈련’교육의 효과를 가졌던 것으

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예술인과 간부들에게도 그 효과를 보여주었을 것으로 생각한

다. 량강도순회공연 첫 번째 던 삼지연군 공연에서부터 선우향희와 류진아가 복

귀하 고, 악단 배치도 종래 현악4중주가 무대 앞을 차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다음은 량강도순회공연의 첫 공연지 던 삼지연군 문화회관의 공연장면이다.58)

<그림 18> 모란봉악단 량강도순회공연 ‘삼지연군’

위 사진과 같이 량강도순회공연은 백두산으로 상징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의 유일지배체제 강화라는 사상전의 일환으로 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원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백두산과 김일성·김정일을 노래하 다. 모란봉악단은 열흘 간에 

걸친 평양 공연에 이어 하루에 2차례씩 8일간에 걸친 량강도순회공연을 진행하 다.

58) 특파기자 전철주, “백두산기슭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한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 삼지연

에서 첫 공연 진행,” ｢로동신문｣, 2014.04.05.,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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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의 의의를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공연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사상문화적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

한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였다. 공연 전기간은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을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심어주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과 인연이 없는 온갖 잡스럽고 불순이색적인 사상문화적요소들을 위력한 사상

의 미싸일로 통쾌하게 날려보내는 과정이였으며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우리

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기본정신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들

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관철한 장엄한 음악포성이라는데 모란봉악단의 량강도순

회공연이 가지는 특출한 성과와 의의가 있다.(밑줄은 필자)59)

위와 같이 이 공연은 2013년 예술인들에게서 나타났던 ‘불순한’사상문화적 현상

들에 대응하고 2014년 개최되었던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유일령도 정신을 선전선

동하기 위한 자리 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당의 지침을 모란봉악단이 백두산 

인근의 주민들과의 공연으로 풀어낸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선포된 사상강화 사업에 이어 ‘사상

전’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2014.5.19.)’이 이어지면서 일단락되게 된다. 예술인대

회의 주요 구호가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 배워 명작폭포를 만들자는 것

이었다. 여기서 정식화된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결사관철의 정신,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집단주의적경쟁열풍’으로 칭해진다.60) 이 공연은 5월 19일에 

멈추지 않고 20일 공연에는 평양시의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

문 교원, 연구사들이 관람하 고,61) 21일 공연에는 평양시의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관람하 다.62) 주로 사상사업을 책임지는 예술

인과 인테리, 간부들이 관람자 다.

공연작품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의식음악에 머물던 첫 곡인 <애국가>를 서구 

팝음악식의 알앤비 창법의 노래로 편곡하여 제시한 점이다. 노래의 전반부를 독창

59) 본사기자 리건, “성스러운 혁명전구에 항일유격대의 나팔소리 메아리친다: 모란봉악단의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이 성과적으로 끝났다,” ｢로동신문｣, 2014.04.12., 5쪽.
60)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2014.05.20., 1쪽.
61)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계속 진행,” ｢로동신문｣, 2014.05.21., 4쪽.
62) 조선중앙통신,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련일 진행,” ｢로동신문｣, 2014.05.2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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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중창으로 부르면서 알앤비 창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전에도 <애국가>를 대중

적 기악곡으로 편곡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 성악곡의 편곡과 창법은 북한음악에서 

보지 못했던 서구 대중음악의 그것이었다. 게다가 이것이 <애국가> 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일령도라는 북한음악의 내용만 확보된다

면 서구 팝음악의 동시대적 창법도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라고 생각한다. 느리고 작지만 분명한 북한 변화의 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도 주목할만한데, 다양한 리듬을 사용해서 다이내믹한 편곡

을 하고 있으며 각 악기들이 애드립으로 돌아가면서 연주하는 장면은 서구 대중음

악의 형태를 떠올리게 한다.

2시기의 중요한 마지막 공연으로는 9월 3일에 있었던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이다.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이 공연은 대중공연이라기보다는 신작발표 겸 시

범공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음은 해당 음악회의 곡목이다.63)

<표 11>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2014.9.3., 실황록화)

순서 갈래 제목 참고

1 녀성3중창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김설미·리옥화·라유미

2 녀성3중창 그리움의 하얀 쪽배 박미경·정수향·김유경

3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김설미

4 녀성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 공훈배우 라유미

5 녀성중창(6명) 만경대혁명학원교가
라유미·김설미·정수향·김유경·리
옥화·리수경

6 녀성독창 그날의 15분 공훈배우 리옥화

7 경음악련곡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선
포의 노래, 조국찬가

·

8 녀성독창과 방창 고백 공훈배우 라유미

9 녀성독창과 방창 세월이야 가보라지 공훈배우 리옥화

10 녀성독창과 방창 철령아래 사과바다 김설미

11 녀성중창(6명) 근위부대자랑가
라유미·김설미·정수향·김유경·리
옥화·리수경

12 녀성중창(6명) 승리는 대를 이어
라유미·김설미·정수향·김유경·리
옥화·리수경

63)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2014.09.03.>, http://youtu.be/PMn80NWp89E, 
2014.09.05. 2번째곡인 <바다 만풍가>는 실제로는 공연되었지만 동 상에서는 편집되어 등

장하지 않았다. 강동완·문다혜,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공연’ 의미와 시사점,” ｢동북아연

구｣30권 1호(2015), 28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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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연은 새로 작곡한 곡들과 함께 기존 곡들을 편곡해서 발표한 신작발표회

다. 제9차 예술인대회의 구호가 명작폭포를 만들어내자는 구호 듯이, 대회에서

는 최근 북한 문학예술계의 침체와 부진을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그에 발맞춰 모란

봉악단이 본보기 예술단체로서 모범을 보이며 3개월 남짓한 기간 만에 새로운 

작품들로 신작발표회를 연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 매체에서는 민요풍의 노래 

세 곡을 강조한다.64) 제9차 예술인대회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민족음악에 대한 

강조 다. 그 뜻에 따라 그 동안 민족음악에 소홀했던 모란봉악단이 자신의 음악방

식으로 세 곡의 민요풍 노래를 발표한 것이다.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경우는 

전래 민요를 개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족악기 꽹과리를 배합해서 연주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노래들은 모란봉악단에서 민요풍 노래를 담당하고 있는 

김설미와 새로 참여한 리옥화가 불 다. 이 공연에서 특이할 점은 기존의 성악단원 

이외에 공훈배우 리옥화와 리수경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새롭게 단원이 

입된 것인데, 리옥화의 경우는 이후 공연에 다시 등장하지 않아서 모란봉악단 

단원으로 정식 참여한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신작발표회에서 강조되었던 민요풍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참여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이번 공연은 제9차 

예술인대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정책에 충실한 신작 가요들을 발표하는 것이었

으며, 그와 함께 민요풍 노래들을 창작 발표해서 ‘우리 식 경음악’의 모습을 강화하

다.

3. 3시기(2015.04.27.~현재)

3시기는 2014년 9월 3일 신작음악회 이후 7개월 남짓한 시간이 경과한 후 2015년 

4월 27일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공연’으로 

시작한다. 상당 기간의 휴식기를 거친 것이다. 지난 2시기 휴식 기간의 경우는 

2013년 말 ‘종파사건’의 여파로 해석되는데, 이번의 휴식은 자세한 사정이 파악되

지 않는다. 자체 내의 운 에 따른 것이라면 모란봉악단 자체의 활동방식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쨌든 이 시기는 아직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의 상황을 보면 가장 활동이 부진한 시기이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공연이 3건에 

머무르고 있다.

2015년 첫 공연이었던 4월 27일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공연’에서는 두 가지 정도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 있다.65) 첫 번째

64) 조선중앙통신, “시대의 명작들로 선군예술의 황홀경을 펼친 공연: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대절찬속에 진행,” ｢로동신문｣, 2014.09.05.,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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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갈래 제목 참고

1 경음악+관현악 애국가

2 혼성중창과 합창 어머니생일
박미경·조국향·리수경·박선
향·리명희·류진아·김유경

3 남성합창 빛나라 태양의 그 이름

4 경음악과 노래련곡
조선로동당 만세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

로는 녀성중창(7명) <가리라 백두산으로>에서 종래의 보지 못했던 창법과 가창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종래의 중창 형태는 제창이나 성부를 나눠서 부르는 

합창방식의 고전 서양음악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 곡의 후반부에서는 공훈배우 

류진아가 서구의 팝음악의 방식과 같이 알앤비 창법으로 나머지 합창을 배경으로 

고음의 솔로 애드립을 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이는 북한음악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며, 기존의 <애국가> 중창에서 보여주었던 알앤비 창법의 진화된 모습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무대에 의자가 배치되어 자기 차례가 아닌 중창조원들

이 앉아서 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무대연출이라는 측면과 함께 

공연하지 않는 사람들을 쉴 수 있게 하는 실리적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공연으로는 9월 7일의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환 하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있다.66) 이 공연은 현재까지 확인되는 세 번째 공훈

국가합창단과의 합동공연이다. 그리고 이는 외국 국가대표단을 환 하는 축하공

연을 모란봉악단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란봉악단의 위상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남미의 음악인 <관따나메라>와 <까쁘리섬> 등을 연주하면서 세계

를 향해 북한을 대표하는 음악단체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 10월 

11일의 공연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

연’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공연곡목 표이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종목은 음 처리를 하 다.67)

<표 12>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2015.10.11., 

실황록화)

65) 모란봉악단,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공연, 
2015.04.27.>, http://youtu.be/ijusnY4QkXQ, 2015.05.01.

66)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환 하는 모란봉악단

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시 다,” ｢로동신문｣, 2015.09.08., 2쪽.
67) 모란봉악단·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

봉악단의 합동공연, 2015.10.11.>, http://youtu.be/XSLpZ_gYCNU,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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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갈래 제목 참고

그대는 어머니
당의 기치따라
내 심장의 목소리
전사의 길
나를 부르는 소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당을 노래하노라
당이여 그대 있기에
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조선로동당 만세

5 남성독창과 합창 당을 노래하노라 임지성(공훈)

6 녀성2중창과 방창 그리움은 나의 행복 조국향·김유경

7 녀성중창 (5명) 뵙고싶었습니다
조국향·김유경·박미경·박선
향·리수경

8 기악과 노래(6명) 사랑하노라
류진아·김유경·박미경·조국
향·박선향·리수경

9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10 남성3중창과 합창 조선로동당찬가 ·

11 남성합창 조선의 진군가 ·

12 녀성중창(6명) 우리의 김정은동지
류진아·김유경·박미경·조국
향·박선향·리수경

13 녀성독창 운명의 손길 류진아

14 녀성중창(5명) 보란듯이
박미경·조국향·박선향·김유
경·리수경

15 남성합창 조선의 모습 ·

16 녀성중창(6명) 우리 당 원히 따르리
류진아·김유경·박미경·조국
향·박선향·리수경

17
남성5중창과 남성
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

18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

19 관현악과 노래 원히 한길을 가리라
박미경·김유경·류진아·남성3
(공훈)

20
혼성중창 ( 7명 )과 
합창

오늘도 래일도 원히
박미경·조국향·리수경·박선
향·리명희·류진아·김유경

21 녀성중창(7명)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박미경·조국향·리수경·박선
향·리명희·류진아·김유경

22
녀성중창(7명)과 합
창(종곡)

어머니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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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은 새롭게 최근에 생긴 청봉악단과68) 동시에 진행되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경축하는 기회 다. 이는 주요 국가적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대표 단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류경정주 체육관이 공연장소가 됨으로써 오랜만에 열

린 대규모 체육관 공연이었다. 이 공연은 일반 대중용 공연으로 기획되어 16일까지 

예정되었던 것인데, 18일 김정은의 관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8일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평양의 외국인들에게도 표를 판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69) 이 공연은 당 창건에 맞춘 것이었기 때문에 곡목이 전체 

공연의 주제에 따라 정해지고 선정되었다. 특이한 점은 새로운 가수가 단원으로 

참여하 다는 점인데, 중창조에 조국향이라는 가수가 새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이 시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특징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3장 모란봉악단 음악의 특징

모란봉악단의 음악이 갖는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지향은 ‘동시대성(同時代性, 
contemporaneity)’이다. 이는 모란봉악단의 음악만이 아니라 김정은 시대의 지향이

라고 생각한다. 일단 여기서는 모란봉악단 음악의 ‘동시대성’을 집중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 북한의 모란봉악단이 추구하는 ‘동시대성’의 음악, 즉 현재 세계음악과 

소통가능한 음악으로는 서구 대중음악인 ‘팝음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한다. 

서구식 대중음악인 팝음악을 받아들여 동시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획이 바로 

모란봉악단과 그 음악이다. 이러한 동시대성은 최첨단의 ‘전자음악’을 전면에 내

세운 현대화 작업의 하나로 드러난다. 북한에서도 보천보전자악단을 대표로 1980

년대 중후반부터 전자음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란봉악단은 경음악 

악기편성 정도의 전자음악을 받아들 던 보천보전자악단과 달리 거의 모든 악기

를 전자악기로 편성하고 있다. 당연히 음악도 전자음악의 음색이 짙게 깔려 있다. 

68)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시대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해나갈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 청봉악단이 조직되 다,” ｢로동신문｣, 
2015.07.28., 4쪽; 조선중앙통신,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정을 힘있게 과시: 
공훈국가합창단이 청봉악단과 합동출연하는 초대공연 모스크바에서 대성황리에 진행,” ｢로
동신문｣, 2015.09.02., 4쪽;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청봉악단공연 성황리에 

진행,” ｢로동신문｣, 2015.10.12., 4쪽.
69)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 경축공연들이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게 된다,” ｢로동신문｣, 

2015.10.05., 1쪽;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

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 다,” ｢로동신문｣, 2015.10.19.,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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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현대화 담론인 ‘최첨단’과 상통하며,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 ‘세계적 수준’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최첨단 산업의 발달로 국가의 현대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북한이 동시대성 

획득을 위해서 음악에서는 최첨단의 전자악기로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악단편성만으로 그치지 않고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구의 팝음악

과 연결된다. 전자음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에 맞는 서구식 팝음악을 구현하려

는 것이다. 최첨단 전자악기를 다루는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북한의 최첨단화를 

상징하고 대중들의 감성을 담애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또 모란

봉악단이 구현하고 있는 ‘대중성’이다. 이는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음악정치’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란봉악단의 음악적 특징을 

미학원칙과 음악양식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1절 미학원칙

1. 수령과 국가에 대한 충실성

모란봉악단의 미학적 원칙 중 음악양식에서 내용을 담보하는 가장 첫째는 ‘수령·

당에 대한 충실성’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종래 북한사회 일반, 특히 

문학예술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원칙이다. 이는 단절의 지점이 아니라 연속성의 

지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북한사회가 

존재하는 한 말이다. 북한의 존립원칙이며 문학예술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사회

주의 미학 일반은 내용미학으로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관건이 된다.70) 이는 사회주

의 종주국인 소련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교훈적인 정치선전의 내용이 중심으로 

이룬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71) 북한음악도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이다.72) 

이 항목은 음악예술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눴을 때 내용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불변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미학적 제1원칙에 따라서 모란봉악단의 음악

적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사로 담겨지는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 ‘수령과 당에 

70) 북한음악의 사회주의적 보편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천현식, “북한

음악에 나타난 사회주의 음악의 보편성: 형식미학과 내용미학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회 엮음, 예술과 정치: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서울: 선인, 2013), 57-96쪽 참고.
71) ‘제9장 중국’, 피터 매뉴얼 지음, 박홍규·최유준 옮김, ｢비서구 세계의 대중음악: 입문적 고

찰｣(서울: 아카넷, 2013), 535-566쪽.
72)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천현식, ｢북한의 가극 연구｣(서울: 선인, 2013), 

413-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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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충실성’이라는 본질적 차이는 없고 가사의 내용이 ‘김일성·김정일’에서 ‘김정

은’으로 이동되고 추가된 점이 다를 뿐이다. 그 가운데에서 ‘김정은’이 나이가 젊으

며 인민대중의 실질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젊은 지도자’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시대성

모란봉악단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미학원칙은 바로 ‘동시대성’이다. 이 

말은 주로 예술 작품을 평가할 때, 당대의 일정한 시기의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시대성’은 주류인 서양 중심의 

폭력적 ‘보편성’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동시대성’을 

폭력적 방식이 아닌 다양성 속에서 발생하는 당대에 공유하는 특징으로 규정하고

자 한다. 이는 ‘대화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번역이 가능한 문화적 성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특히 북한은 자의적, 타의적으로 고립된 사회로 오랜 기간을 지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와의 대화가능성을 위해서 동시대성을 획득하려는 과정

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모란봉악단의 시가가 

‘현대화’의 과정 중에 음악분야에서 진행되는 ‘현대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일종의 누적되어 지체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음악적

으로는 고전·낭만음악에서 서구 대중 ‘팝음악’으로 ‘현대음악’화하는 과정이다. 이

러한 접근이 남한이나 서양의 입장에서는 그리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나 

느린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꽤 과감하고 혁신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음은 2013년 7월 9일 ｢로동신문｣에 모란봉악단의 1년을 기념하면서 실린 기사

의 한 부분이다.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구현하여 주제와 구성, 편곡 그리고 악기편성과 연주기

법, 안삼불과 무대조명 등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세계적수준에서 우리 식으로 특색

있게 조화시킨 악단은 개화발전하는 주체예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며 나날이 

명성떨쳤다.(강조는 필자)73)

73) 조선중앙통신, “강성국가건설의 대진군을 선도해나가는 제일나팔수: 모란봉악단 지난 1년
간 혁신적인 창작공연활동으로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고무추동,” ｢로동신문｣, 2013.07. 
09.,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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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글과 같이 북한에서 모란봉악단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세계적 수준’의 

음악예술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 7월 6일 

첫 번째 공연이었던 시범공연이 진행된 후에 김정은이 강조한 말에 따른 결과이다. 

2012년 7월 9일자 ｢로동신문｣에 실린 다음 글을 보자.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민족고유의 훌륭한것을 창조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것도 좋은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의 음악예술을 세계적수준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

시였다.(강조는 필자)74)

위 인용글에서 말하는 ‘좋은 다른 나라의 것’을 적극 받아들이라는 것은 서구 

선진국의 음악양식을 적극 받아들이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앞서의 1주년 기사의 

인용글에서 성과로 인정된 ‘세계적 수준’을 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뒤에

서 더 살펴볼 김정은의 ‘열린 음악정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김정일의 

음악정치가 국내용의 북한 인민을 향한 것이었다면, 김정은의 ‘열린 음악정치’는 

국외용의 세계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를 강조하고, 내부로 

화살표가 강했던 북한음악의 모습이 모란봉악단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세계적 동

시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외부로 화살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3. 대중성

대중성의 강조는 동시대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도구로 서구 대중음악인 팝음악

을 적극 받아들이는 점으로 알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매체

를 경험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와 맞닥뜨리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화되고 있는 중국을 통해서 현재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서구 대중문화, 대중음악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때 북한에서는 기존의 ‘인민성’과 ‘통속성’을 결합해서 그것

을 ‘대중성’으로 담론화하고 있으며, 그 도구로 서구 팝음악에 주목하 다고 본다. 

반면 음악양식에서, 위에서 언급한 ‘동시대성’과 ‘대중성’의 원칙에 따라 모란봉악

단은 서구 팝음악의 양식을 받아들인 북한식 대중음악, 즉 ‘우리 식 경음악’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케이팝(K-pop)에 빗대어 엔케이팝(NK-pop)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모란봉악단 음악 기사들을 보면 ‘경음악’보다는 ‘대중음

74)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

시 다,” ｢로동신문｣, 2012.07.0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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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대중가요’ 담론을 더욱 많이,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75)

제2절 음악양식

1. 음색

모란봉악단의 음악적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음색’이라고 본다. ‘음색’이

라고 하면 음의 보편적 특징으로서 ‘음높이’와 ‘음길이’, ‘음세기’와 함께 어느 음악

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음색’이 특징적이라고 할 때는 다양한 음색을 구사

하는 것과 함께 음색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음색에서 벗어나 

다양화하며 그것을 위주로 음악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색에 대한 주목은 

현대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이전 서구의 예술적 음악에서 작곡가들은 악음을 중요한 음악적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 악음의 여러 차원들 중에서도 주로 음고만을 중요히 여겨 작곡을 

하였다. … (중략)… 악음이 중요하게 생각된 이유와 소음이 배제된 이유, 그리고 

음고가 특화된 이유와 음색이 무시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같다. 풍요로운 음색의 

소음은 악음만큼 강한 음고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20세기를 전후로 음색과 

소음은 음악의 중요한 재료로 서서히 부각되었다. 즉 서양음악사는 한편으로는 소음

을 악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혹은 악음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

는 악음이 가진 음색의 측면과 소음의 풍부한 음색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온 과정

이다. … (중략) … 이러한 가정은 작곡가들의 음악적 생각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음악 감상자들도, 고전음악과 관련해서는 음고의 구조화된 연관에 더 주의하며 음악

을 듣다가, 대중음악과 현대음악의 지평에서는 점차 음색에 주의해 왔다는 것이다.

(강조는 필자)76)

위 인용글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음색에 대한 주목은 대중음악과 현대음악계

의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주로 화성을 가능케하는 음고 위주의 

논의가 지배했다. 서양음악도 적극적으로 받아들 던 북한음악에서는 음고 위주

75) 모란봉악단 부단장 장정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한 토론들: 시대를 노래하고 조국

을 빛내이는 세계적인 명가수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 ｢로동신문｣, 2014.05.17., 5쪽; 윤천

진, “천만군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우리 식의 대중가요를 창작하자,” ｢예술교육｣
2013년 4호, 루계 56호(2013), 34쪽.

76) 김진호, ｢매혹의 음색｣(서울: 갈무리, 2014),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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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성이 지배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율위주의 음악이 중심을 차지하며 음색을 

도외시했던 것은 서양과 비슷했다. 하지만 서양의 대중음악인 팝음악은 전자음악

의 수용과 함께 다양한 음색을 개발해냈으며 음색을 중요하게 사용하는 음악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인기를 얻었다. 그러한 흐름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전

자음악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음악의 음색을 모란봉악단은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을 기악과 성악의 측면에서 나누어 설명하겠다.

1) 기악

북한음악은 최대한 현실 속의 사실주의 음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사가 중심이 

되지 않고 전자음색을 쓰는 현대의 전자음악을 터부시했는데, 모란봉악단은 거의 

모든 악기를 전자악기로 바꿔서 전자음악을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전자음악 자체

는 이미 1980년대 보천보전자악단을 만들면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김정일

의 ｢음악예술론｣에서도 ‘조선식 전자음악’으로 선율의 본성을 지키는 형태로 전자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77) 그런데 이러한 전자음악을 전면

에 내세운 것이다. 이는 음색의 측면에서 북한 인민의 감성을 동시대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자음악은 어찌 보면 ‘비인간’적인 

음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성악’이 가장 인간적인 형태이며 그 다음으로 ‘기악’이

다. 거기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전자음악’이다. 이는 비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주의 

음악인 북한음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악으로 보완과 지지를 

해주는 악단형태를 추구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미학의 내용성을 담보해주는 길이

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음악 <단숨에>와 <백두의 말발굽

소리>이다. 이 노래들은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래 성악곡의 주제선율

과 유사한, 다른 또는 전혀 새로운 선율을 사용해서 편곡작업을 진행했다. 각종 

전자악기를 바탕으로 신디사이저의 전자음이 난무한다. 보천보전자악단의 초보적

인 형태의 전자음악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남한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꽤 촌스러운 형태일 수 있다. 경음악 <단숨에>는 2013년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에서 그 완성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음악 <백두의 

77) 김정일,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90쪽; 김정일, “음악 창작과 보급 사

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음악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0년 12월 8일,” 
｢김정일선집10: 199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62-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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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발굽소리>는 2014년 5월 19일의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

봉악단 축하공연’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음악들의 음색에 대한 강조는 연주형

태로도 달리 표현된다. 말하자면 보통의 서구 대중음악의 락밴드에서 보여주는 

식으로 간주 부분에서 악기별로 솔로 애드립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백두의 

말발굽소리>에서는 간주부분에서 ‘바이이올린-첼로-색스폰-피아노-신디사이저-

전자기타-베이스기타’로 이어지는 솔로 애드립을 들을 수 있다. 이는 개별 악기들

의 전자음색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로서 종래의 북한음악 공연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특히 전자기타의 솔로연주는 이 곡들 외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연주형태가 되었다. 이는 음색의 강조와 연주형태의 다양화라는 음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연주자 개인의 자유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

한 연주가 내용미학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중성을 

포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지점이라고 본다.

2) 성악

성악에서도 새로운 음색의 창법이 보인다. 물론 성악에서는 전자음악이 연결될 

수는 없다. 모란봉악단의 노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서구 팝음악의 창법인 알앤

비(R&B, rhythm and blues) 창법이 보인다는 점이다. 가사의 내용을 중시하는 북한

음악에서는 가사를 분명히 전달시키기 위해서 노래의 선율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노래의 잦은 굴곡이나 큰 굴곡은 터부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성악의 굴림소리

도 약화하고 얕게 떠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모란봉악단에서는 서구 팝음악

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꺾고 떠는 음을 적극 사용하는 알앤비 창법과 서구식 바이브

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노래는 <애국가>와 <가리라 백두산으로>

이다. 2014년 5월 19일의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

공연’의 첫 곡 <애국가>를 들으면 그러한 형태를 알 수 있다. 의식음악에 머물던 

<애국가>를 서구 팝음악식의 알앤비 창법으로 부르고 있다. 중창곡인데 노래의 

전반부를 독창과 이중창(류진아, 라유미)으로 부르면서 알앤비 창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인 것이 <애국가> 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15년의 4월 27일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공연’의 녀성중창(7명) <가리라 백두산으로>이다. 종래의 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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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제창이나 성부를 나눠서 부르는 합창방식의 고전 서양음악식이 정식이었

다. 그런데 이 곡의 후반부에서 공훈배우 류진아가 서구의 팝음악의 방식과 같이 

알앤비 창법으로 나머지 합창을 배경으로 하면서 고음의 솔로 애드립을 보여준다. 

이는 발성과 창법의 측면에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임과 함께 기악에서 나타났던 

솔로 애드립이 성악곡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창법과 

음색은 모란봉악단에서 계속해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2. 리듬

위에서 20세기 이전의 음악이 음고 중심에서 음색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음고중심이 음색으로 이동한 것과 함께 다른 흐름으로 리듬으로 

이동한 특징이 또한 있다. 이는 음의 4요소 중 하나인 ‘음고’가 독주를 하면서 

도외시되었던 음색과 리듬이 동시에 조명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구 

고전음악은 유독 박자의 빈곤을 면치 못했다. 마찬가지로 화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수직적 화성을 위해서 음길이의 음악적 형태인 박자와 리듬

이 무시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반작용으로 박자와 리듬의 

중시되고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는 서구의 팝음악이 다양한 드럼과 거대한 베이

스 스피커를 동원하면서 가속화되었다.78) 이러한 배경하에서 자라난 서구 팝음악

을 동시대성으로 받아들이고자 한 모란봉악단은 리듬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존 

북한음악 양식의 대원칙이었던 선율중심의 음악에서 일정하게 리듬과 역동적인 

굴곡(도약선율의 적극 사용)을 강조하는 음악으로 무게추가 상대적으로 옮긴 변화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북한음악에서는 음악 자체가 선율 본위여야 하며 

리듬본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한다.79) 그런데 리듬을 강조

하는 이런 모습은 특히 기악곡에서 두드러지고 상대적으로 성악곡에서는 직접적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리듬을 강조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극

적이고 강렬한, 다이내믹한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리듬을 강조하며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이 김정은에게서 직접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80) 이는 

모란봉악단의 음악적 방향이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감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78) ‘리듬 전쟁’, 로베르 주르뎅 지음, 채현경·최재천 옮김,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서
울: 궁리출판, 2009), 246-251쪽 참고.

79) 김정일, ｢음악예술론｣, 127-128쪽.
80) 윤천진, “천만군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우리 식의 대중가요를 창작하자,” ｢예술교

육｣2013년 4호, 루계 56호(2013),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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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중시와 다양한 사용을 볼 수 있는 대표곡으로는 음색 항목에서 거론했던 

경음악 <단숨에>와 <백두의 말발굽소리>를 들 수 있다. 이는 음색과 리듬의 강조

가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음색과 리듬의 강조가 서구식 팝음악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 음악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전주와 간주, 후주, 주제선율 등에서 다양한 리듬형태를 구사하면서 다이내믹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가사를 전달해야 하는 성악곡에서는 리듬의 변화가 

가사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터부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악곡을 기악화한 기악

곡에서도 본래 가사의 선율인 주제선율을 최대한 살리면서 편곡, 연주하는 것이 

북한음악의 기본이다. 하지만 특히 기악곡에서는 이러한 원칙에서 한 걸음 물러나

서 주제선율과 달리 변형된 선율, 혹은 완전히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 내면서 리듬

의 변화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민요풍의 노래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민요풍의 노래에서도 기존의 전통장단이 갖는 리듬형태를 벗어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다만풍가>와 <철령아래 사과바다>, <세월

이야 가보라지>를 들 수 있다. 이 곡에 대한 북한의 해설을 보면 이 곡들이 박자를 

변화시키고, 약기박자 등을 사용하면서 리듬서술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도식적인 이전의 관습을 깬 긍정의 사례로 취급된

다.81) 기존의 북한음악은 앞서 살펴본 선율의 중요성 때문에 박자의 잦은 변화는 

선호되지 않는 음악 구성이었으며, 특히 약기박자(弱起拍子)는 민족음악에서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형태 다.82) 그런데 민요풍 노래에 박자를 

변화시키고 약기박자를 사용한 것은 민요풍의 노래에도 변화를 꾀하고 동시대성

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3. 구성원칙

모란봉악단 음악의 구성원칙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악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연주양식이 시도되고 무대에 올려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음악 자체가 성악위주이

기 때문에 경음악단도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성악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모란봉악

단은 현악4중주를 필두로 하는 기악연주단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기존의 

중창단에 전자악기를 다루는 현악4중주 중심의 경음악단을 구성한 것이다. 

81) 한연아, “최근시기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의 선률형상적특징,” ｢조선예술｣2015년 6호, 루
계 702호(2015), 62-64쪽.

82) 김정일,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음악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과 한 담화, 1990년 12월 8일,” ｢김정일선집10: 199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56-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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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회 공연때마다 기악연주곡인 경음악이 중요하게 배치되어 연주되고 

있다. 그리고 성악곡의 연주 때도 기존에는 노래를 반주해주는 역할을 위주로 했던 

데에 반해 기악이 독자적인 역할을, 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고 있다. 간주를 

노래를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기악곡을 들려주는 부분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는 기악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기교위주의 예술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외부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높아진 대중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음악과 노래련곡’도 성악과 기악을 결합한 성공적인 새로운 구성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항목에서 더 서술하겠다. 이러한 음악 구성원

칙의 다양화는 작·편곡의 강화로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곡을 작곡할 때부터 동시

대성을 추구하는 모란봉악단의 특징에 맞게 만들도록 강조된다. 그리고 기존 곡의 

편곡도 강조되는데, 편곡작업을 얼만큼 세련되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새로

운 곡으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내용미학 중심의 도식적 음악을 새로운 음색

과 리듬을 바탕으로 속도와 강세, 정서 변화를 주면서 다이내믹한 음악으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주민들에게서 ‘성악작품들도 그러했지만 경음악들에 완전히 넋

을 잃었었다.’는83)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모란봉악단의 성공요인으로 ‘종목편성

을 언제나 새롭고 특색있게’하고84) 있다는 분석이 등장한 것이다.

4. 음악극화

다음 모란봉악단 음악의 특징은 음악과 극의 결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음악극을 지향하는 형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완전한 기승전결의 

서사구조를 갖는 음악극은 아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작품들로 구성된 음악회가 

아니라 하나의 극적줄거리를 갖는 극음악을 떠올리게끔 공연을 구성한다. 이는 

음악회에서 부족할 수 있는 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주의 음악예술의 내용미

학을 지향하는 북한식 음악예술의 특징이다. ‘음악회의 가극화’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징은 앞서의 서구 대중음악의 팝음악 양식을 따르면서 추구하고자 했던 동시

대성의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잡아두고자 하는 흐름이다. 대중적이고 자유스러운 

음악의 경향을 내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내적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83)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 TV시청자들의 인기를 독점: 《예술의 새로운 맛을 느꼈다》,” ｢
조선신보｣, 2012.07.15.

84) 유정, “연단 -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관중들로부터 절찬을 받게 되는 비결,” ｢예술교육｣2015
년 4호, 루계 68호(2015),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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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악과 기악의 결합

물론 이전의 공연에서도 기념공연이나 행사공연 때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노래와 음악들로 곡목들을 짜왔다. 하지만 모란봉악단의 공연형태는 그러한 병렬

적이고 평면적인 구성을 넘어서 입체화하고 유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 방법들

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공연의 서곡과 종곡을 주제에 맞는 한 곡으로 반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2013년 신년경축공연 <설눈아 내려라>). 이는 수미상관의 형태로

서 공연 전체의 주제가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기악과 노래’, ‘경음악과 노래’, 

‘경음악과 노래련곡’이라는 형태의 음악이다. 이것은 어쨌든 기악과 성악이 얽히

는 것으로 기악성을 살리면서도 가사가 있는 노래들로 서사구조를 짜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양식이다. 단순한 노래나 노래연곡이 아니라 노래의 연결을 기악적으

로 훌륭히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는 모란봉악단의 주요 종목

으로 굳어진 것으로서, 그 하위 형태도 여럿이다. 같은 주제의 노래들을 병렬적으

로 대등하게 나열하는 방법, 전체 제목을 새로 정하고 그에 맞는 노래들을 선정해

서 구성하는 방법, 같은 노래를 연곡들 앞뒤로 배치하고 해당 곡의 제목을 전체 

제목으로 삼아서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마지막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극적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다.

2) 음악과 영상의 결합

이러한 음악양식의 구성방법 외에 음악과 극의 결합을 추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대배경의 상화면과 결합하는 것이다. 앞의 방식은 기악과 

성악의 결합으로 음악극화를 도모했다면, 이 방법은 음악과 상의 결합으로 음악

극화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어쩔 수 없는 공연장 상황을 제외

하고는 모두 무대 뒷배경으로 대형 스크린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음악회의 시작부

터 끝까지 계속해서 노래의 주제와 가사에 맞는 상들을 시간에 맞춰 보여준다. 

이러한 상이 화장면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화와 음악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음악회가 아닌 무대 상에 초점을 맞춰 보면 배경화면의 역사적 

사건들로 구성된 상이 기록 화가 되고, 그것이 음악과 결합함으로써 예술 화

화되는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귀로 듣는 

것과 함께 눈으로 보는 공연이다. 

이러한 방법은 모든 공연에서 보이는데, 그 중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 

공연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2013년 7월 27일에 열린 ‘모란봉악단 전승절 축하

공연 《위대한 승리》’인데, 그 곡목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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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모란봉악단 전승절 축하공연 《위대한 승리》(2013.7.27., 실황록화)

순서 갈래 제목 참고

1 경음악 애국가 ·

2 기악과 노래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 상·목소리: 개전선언

3
녀성2중창과
방창

축복의 노래 정수향·류진아

4 경음악 문경고개 ·

5 기악과 노래

전쟁 화노래련곡
① 우리의 최고사령관
② 고지에서의 노래
③ 나는 알았네
④ 추억의 노래
⑤ 나는 원히 그대의 아들
⑥ 소년 빨찌산의 노래
⑦ 축포가 오른다

·

6
녀성독창과
방창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류진아

7 녀성5중창 샘물터에서
정수향외 4명(박미경·김설미·
정수향·김유경·박선향)

8 기악과 노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① 우리는 승리했네
②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김일성 상·목소리: 휴전선언

9 녀성중창(8명) 위대한 전승의 명절 ·

10 녀성중창(8명)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
의를 드립니다

·

11 녀성중창(8명) 7. 27 행진곡 *김정은 상

위 표에서 음악의 제목들을 보면 일정한 서사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연

은 6.25전쟁을 소재로 한 것으로 공연의 순서가 전쟁의 시간순서로 채워져 있다. 

이 공연을 보면서 6.25전쟁을 체험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6.25전쟁의 다큐멘

터리를 음악회와 함께 보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물론 해당 노래에 맞춰서 시간순

85)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모란봉악단 전승절 축하

공연 《위대한 승리》, 2013.07.27.>, http://youtu.be/zoa-Pz74PLw,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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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6.25전쟁의 상이 펼쳐진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2번과 8번의 ‘기악과 노

래’이다. 이 음악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위 표의 참고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일성

의 개전선언과 휴전선언의 장면이 상으로 등장한다. 다음은 해당 노래의 무대 

화면이다.86)

<그림 19> <기악과 노래 -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란봉악단 전승절 축하공연 

《위대한 승리》(2013.7.27.)

 
<그림 20> <기악과 노래 -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모란봉악단 전승절 축하공연 《위대한

승리》(2013.7.27.)

이 노래들 <기악과 노래 -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와 <기악과 노래 

- 김일성대원수 만만세>는 전체 공연의 서사구조의 앞뒤에서 개전과 휴전을 의미

하고 있으며, 가사의 내용에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위 사진들은 이들 노래의 

중간에 실제 김일성의 개전선언과 휴전선언의 상이 육성과 함께 나오고 있는 

장면이다. 이로써 당시 현실을 체험하게 하여 극적 요소를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 밖에도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5. 기타

기타사항으로는 음악 외적인 것으로 공연장을 비롯한 무대장치, 조명, 음향 등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현대 과학기술의 일정한 성과를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현재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공연예술의 

최대 기술력과 물적 토대를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들을 직접 볼 수 있다.87) 이러한 음악 외적인 모습 역시도 동시대성을 

86) 모란봉악단, <실황록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모란봉악단 전승절 축하

공연 《위대한 승리》, 2013.07.27.>, http://youtu.be/zoa-Pz74PLw,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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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고 대중성을 획득하려는 모란봉악단의 음악적 특징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제4장 모란봉악단과 선전선동, 주민통합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음악적 특징을 가진 모란봉악단이 그들의 음악적 지향,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의 지향을 어떻게 선전선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란봉식 창조기풍’이 무엇이며 그것이 음악분야, 문학예술 분야의 움직임이 아

니라 북한 전체의 주민통합의 방향성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

니까 김정은 시대의 음악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란봉악단이 어떻게 대중운동화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1절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이 항목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이 무엇이며, 해당 담론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은 종합예술잡지인 ｢조선예술｣ 2015년 

4호에 실린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우자’는 구호이다.88)

<그림 21> ｢조선예술｣(2015년 4호)의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구호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배울 것은 2012년 말부터 제기되었지만 위 구호에

87) 모란봉악단의 음악 외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펴낸 다음 책을 참

고하기 바란다. 오기현, ｢평양 걸그룹 모란봉 악단: 남북 문화 교류의 창｣(고양: 지식공감, 
2014).

88)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창작창조활동에서 혁신을 

일으키라! -공동구호에서-,” ｢조선예술｣2015년 4호, 루계 700호(2015),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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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현재에도 유효한 구호이다. 모란봉악단 창단부터 시작

되어 3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가장 처음의 모란봉악단 창조기풍에 대한 논의는 두번째 공연이었던 전승절공

연이 끝난 후 2012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에 실린 글 “사랑하는 고향과 조국을 

피로써 지킨 승리자들의 노래 원하리: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하여”에 

보인다. 이 글에서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안목과 실력, 그들의 

창조기풍은 본보기로 되고있다.’하면서 ‘창조기풍’이 처음 등장한다.89) 하지만 아

직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으로 정식화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따라배우기 운동

도 벌어지지 않았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이 사용되면서 본격화한 것은 2012

년 11월 10일자 ｢로동신문｣의 “주체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갈 불같은 

열의: 19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 문화성에서”의 기사 다.90) 이 날 해당 

지면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조본때를 따라배워”라는 기사와91) 함께 전성기를 

맞았던 1970년대의 주체문학예술을 발전시키자는 여러 개의 기사가 보인다. 그런

데 이 기사에서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그 창조기풍

에 대한 정식화는 보이지 않는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의 정식화는 2012년 12월 31일 모란봉악단에게 수여된 

“감사문: 당의 문예정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모란봉악단의 창작

가, 예술인들에게”에서  확인된다. 다음은 그 감사문 전문이다.92)

위 감사문 말미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모란봉악단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혁신적인 안목, 진취적인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침체와 부진, 도식과 경직을 배격하

고 모든것을 새롭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며 진군, 진군 또 진군해나가야 한

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89) 우정혁, “사랑하는 고향과 조국을 피로써 지킨 승리자들의 노래 원하리: 전승절경축 모

란봉악단공연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08.12, 2쪽.
90) 본사기자 정 화, “주체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갈 불같은 열의: 1970년대의 투쟁

정신과 기풍으로 - 문화성에서,” ｢로동신문｣, 2012.11.10., 4쪽.
91) 본사기자, “모란봉악단의 창조본때를 따라배워,” ｢로동신문｣, 2012.11.10., 4쪽.
9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감사문: 당의 문예정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

인들에게,” ｢로동신문｣, 2013.01.01.,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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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감사문: 당의 문예정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에게”(2012.12.31.)

순서 구분 설명

1 결사관철의 정신 ·

2 혁신적인 안목 모든것을  새롭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혁신

3 진취적인 창조기풍 도식과 경직을 배격

<표 14> “감사문: 당의 문예정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에게”(2012.12.31)의 창조기풍

위와 같이 감사문에는 창조기풍으로 ‘1. 결사관철의 정신, 2. 혁신적인 안목, 3. 

진취적인 창조기풍’이 언급된다. 결사관철의 정신과 혁신성, 진취성이 그것이다. 

이것은 더욱 다듬어져 설명이 추가된다. 

다음은 ｢조선예술｣ 2013년 5호에 실린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선

군시대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의 글 속에 나타난 모란봉악단의 창조기

풍이다.93)

93) 전주원,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선군시대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선예술｣2013년 5호, 루계 677호(2013),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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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선군시대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2013년 5월)의 창조기풍

순서 구분 설명 비고

1 결사관철의 정신
당이 준 과업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투철한각오를 가지고 기어이 해내는 것

당성

2 진취적인 자세 침체와 부진, 도식과 경직을 철저히 배격 적극성

3 혁신적인 안목 새것에 대한 강렬하고 끝없는 지향으로 일관된 민감 동시대성

위 표를 보면 창조기풍의 구호가 다듬어지고 설명이 추가되었다. ‘결사관철의 

정신’은 ‘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취적인 자세’는 ‘적극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안목’은 ‘동시대성’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기풍 중 당성

과 적극성은 종래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계속 지적되어온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혁신적인 안목’ 즉 ‘새것에 대한 강렬하고 끝없는 지향으로 일관

된 민감’은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여 동시대성을 획득하자고 하는 중요 구호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구호가 모란봉악단의 음악이 현재 추구하는 방향 가운데 

가장 본보기가 되는 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창조기풍은 2014년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조정되어 제시된다. 다음은 

2014년 8월 ｢조선예술｣ “예술인들은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

어나가자”라는 글에 제시된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이다.94)

<표 16> “예술인들은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2014년 4월)의 

창조기풍

순서 구분 설명 비고

1 결사관철의 정신
당이 준 과업을 열백밤을 패서라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실천해내는 것

당성

2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
열풍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
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것

동시대성

3 집단주의적경쟁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실력전을 벌여 나가는 것 우월성

94) 리현순, “창작가, 예술인들은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 ｢조선

예술｣2014년 8호, 루계 692호(2014), 49-51쪽. 이러한 창조기풍은 다음 달의 ｢로동신문｣에도 

실려 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하

시 다,” ｢로동신문｣, 2014.09.04.,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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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이전에는 나뉘어져 있던 ‘진취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안목’이 ‘참

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 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으로 집단주의적 경쟁열풍

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모란봉악단이 그런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도 하며, 모란봉악단뿐만 아니라 예술인, 나아가 인민대중이 집단주의적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경쟁은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우월성은 음악인에게는 음악 실력일 것이고 노동자들

에게는 생산력일 것이다. 이러한 생산력 증가의 독려는 항상 있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론을 ‘경쟁’에서 찾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방법론과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일 게다. 이러한 모순점 때문

인지 이러한 ‘집단주의적 경쟁’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고 있다. 

모란봉악단의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은 고상한 창조륜리에 기초한 결쟁열풍이다. 

고상한 창조도덕륜리는 집단을 하나의 동지적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

다. 모란봉악단의 창조집단이 발휘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은 자기의 형상기능과 재

능수준을 절대화하는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와주고 방조를 받으면서 높은 실력을 

갖추기 위한 집단투쟁이다.(밑줄은 필자)95)

위와 같이 집단주의적 경쟁은 다름 아닌 실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경쟁’이라 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담론임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지적 집단 

내에서 자기의 기능과 수준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줌으로써 실력을 갖추

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도와줌으로써 실력을 갖추는 

것을 ‘경쟁’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설득력이 부족한 설명과는 별개

로 이 구호는 북한 사회에서 ‘경쟁’의 개념이 공론화, 공식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존 모란봉악단 단원의 공훈과 교체과정을 보면 경쟁의 방식

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수 중에 1년에 한 명 정도씩 공훈배우 칭호를 

주면서 경쟁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단 악단의 단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교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단원의 충원이 경쟁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배우에 대한 칭찬글이 매체에 공공연히 

95) 리설향, “모란봉악단이 창조한 혁신적인 창조기풍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따라배워야 할 좋

은 모범,” ｢조선예술｣2015년 1호, 루계 697호(2015),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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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는 점에서도 경쟁을 추동하는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집단주의

를 지향하는 사회인 북한에서 ‘개인’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물론 

기존에도 ‘개인’에 대한 주목이 웅칭호나 수상 등의 방식으로 있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개인’에 대한 장려는 경쟁과 결합되어 누구보다 잘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

지 않았다. 그저 보편적으로 잘 하고 우수한 개인에게 주어진 칭호나 상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개인’에 대한 주목은 ‘개인’과 ‘경쟁’이 결합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우월성’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와 함께 모란봉악단 내부 단원의 경쟁이 아닌 악단 자체의 경쟁도 최근 

나타나고 있다. 청봉악단이 바로 모란봉악단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청봉악단을 발족시켰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청봉악단의 출현은 그 구성

의 유사성으로 보아 모란봉악단의 경쟁상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어쨌든 모란봉악단의 운  방식이 경쟁에 토대를 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향에 따라 북한 사회에도 실제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의 ｢로동신문｣을 보면 개별 당위원회의 사업에서 ‘경쟁’과 ‘평가’가 중요

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산군당위원회에서는 각 부서들

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96) 그리고 대관군 대안리당위원회에

서는 경쟁심을 높이기 위해서 본보기 작업반이 보여주기사업을 벌여 뒤떨어진 

작업반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있다는 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97) 이것이 바로 

실제 노동현장에서 ‘경쟁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식이 아닌 사회주의식 경쟁이라고 하는 집단주의적 경쟁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확대되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가 주목된다.

제2절 모란봉악단으로 본 음악정치의 양상

1. 북한의 음악정치

1) 음악과 노동의 일체화

북한 음악정치의 본질은 1960~70년대부터 진행된, 음악을 매개로 한 정치와 생

활(노동)의 일체화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정치는 단순히 음악에 정치적 내용을 담는 

96) 본사기자 김순 , “평가기준을 어떻게 세웠는가: 무산군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10.21., 5쪽.

97) 본사기자 리종석, “경쟁심을 높여준 본보기창조: 대관군 대안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

신문｣, 2015.10.23.,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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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음악 부문의 방식과 가치를 수단으로, 본보기를 정해서 그것을 정치, 

경제, 사회로 퍼져 나아가게 하는 정치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음악과 노동의 일체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태는 1970년대에 보인다. 

그것은 노동자가 가극의 배우 따라배우기를 통해서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대표적 

운동이었던 ‘《피바다》 근위대’와 ‘《꽃파는 처녀》 근위대’ 운동인데, 그 조직과 운

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적 지도

극장

관람, 감상
⇨ 모범 작업장

선정
⇨

작업장

예술인 파견 
선전선동

(현지공연)

⇨
예술인과 
노동자의 
감상모임

(교양, 결의)

⇨ 근위대
조직, 결정

⇨

⇨ 근위대 칭호
붉은기 수여

⇨
작업장

(주인공·노래
따라 배우기)

⇨ 속도전
목표 달성

⇨ 모범전파 ⇨ 극장

재관람·결의

<표 17> ‘《피바다》근위대’와 ‘《꽃파는 처녀》근위대’의 조직과 운영

위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는 음악을 매개로 하는 극장의 상황을 나타내고 네모는 

노동을 매개로 하는 작업장을 상징해서 근위대가 조직되고 운 되는 과정을 나타

내었다. 그 중 동그라미와 네모가 겹쳐 있는 과정은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극장과 작업장의 경계가 상실되는 과정이다.98) 극장에서 가극

을 체험하는 것이 단지 일상을 벗어난 유흥이 아님을 보여준다. 극장에서 본 가극

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이후 작업장으로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해당 공연에 관한 내용을 선동하면서 주인공 따라배우기를 선전선동한

다. 혁명가극 <피바다>를 예로 들면 가극의 어머니와 같이 수령과 당에 충실한 

주인공이 될 것을 결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의는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당적 지도에 의해서 1970년대 초에는 근위대 칭호와 기가 수여되는 근위대 조직으

98) 이 내용은 출판예정인 필자의 논문 “1970년대 대중운동과 음악정치: 작업장에서 진행된 뮤

지킹과 감정훈련”(2016년 예정)의 해당 부분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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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위대는 앞장 서서 주인공과 해당 가극의 노래를 

따라 배우면서 작업에 임하게 되고 생산력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듯 극장과 현실의 

노동현장이 분리되지 않는 일체화가 바로 근위대 운동의 목표 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북한음악인 가극 <피바다>가 추구했던 음악정치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혁명가극 <피바다>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함께 문학예술 작품

만이 아니라 작품을 보고 느꼈던 공감과 감동을 극장을 벗어난 현실, 즉 노동현장

으로 연결시키는 대중운동의 도구 다. 이러한 음악정치 방식은 북한의 대중운동 

방식의 하나로 굳어졌으며 최근까지도 이어진다. 2010년 경희극<산울림>(국립연

극단)의 재창조와 전국적 관람, 그리고 이어지는 ‘청년동맹일군들의 실효모임’이 

그 모습의 일단을 보여준다.99) 이 운동의 전모를 살필 수는 없으나 문학예술을 

매개로 해서 현실에 그 방식과 가치를 투 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방식 말고 가장 보편적이면서 기본적인 방식이 노동현장의 노래배우기 

운동이다. 이는 그저 예술가들의 보여주기식 공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적

인 차원에서 당조직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며 평가를 거치는 노래배우

기 조직사업이다. 이것은 노래보급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노래보급체계’라는 시

스템에 따라 각 노동현장 단위들에 보급단위를 나누고 노래보급책임자를 선정하

여 노래배우기, 공연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당과 기업소의 협조로 진행되며 

생산력 증가라는 실질적 목표 아래 진행되는 사업이다.100) 

이러한 노래보급체계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실제 운 되고 있다. 최근의 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2013년 말기에 있었던 장성택 숙청사건 당시이다. 저간

의 사정은 자세히 알기 어려우나 대외적으로는 제2인자 던 장성택의 종파행위가 

적발되었던 사건이다. 이 당시 ｢로동신문｣ 12월 9일자에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

짐하는 신곡이 발표되어 악보와 함께 실렸다. 오른쪽이 그 악보이다.101) 이 악보가 

12월 9일에 실린 이후 11일자 ｢로동신문｣을 보면 9일자에 실렸던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보급사업에 대한 소개 기사가 실려 있다.102) 이 기사를 보면 

당조직을 중심으로 노래보급체계가 가동되어 각 직장에 맞는 여러 형태로 해당 

노래의 보급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래보급책임자를 정하고, 해당 예술

99) 천현식, ｢북한의 가극 연구｣ (서울: 선인, 2013), 240-241쪽.
100) ‘노래보급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천현식, ｢북한음악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4), 243-245쪽.
101)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악보),” ｢로동신문｣, 2013.12.9., 2쪽.
102) 본사기자 김향란, “신념의 노래를 원한 주제가로: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 대

한 보급사업 활발,” ｢로동신문｣, 2013.12.1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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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2013) 악보

소조원들이 먼저 배우게 하고, 아침

독보시간을 이용해서 노래보급과 해

설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결론은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과 생산력증가를 결의

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음악정치, 

즉 음악과 노동의 일체화는 오래된 

형태로서 사회주의 북한의 음악특징

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열린 음악정치’
위에서 살펴본 북한 고유의 음악정

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에도 작동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김

정은의 음악정치는 김정일 시기와 어

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을 대표하는 

말은 일본의 총련계 기관지인 ｢조선신보｣에서 첫 시범공연이 진행된 직후 제시한 

‘열린 음악정치’라고 본다. 2012년 7월 12일자 “모란봉악단이 펼쳐보인 《세계속의 

조선》: 《열린 음악정치》의 전면개화”의 기사에 시범공연을 설명하면서 모란봉악단

의 공연을 김정은의 ‘열린 음악정치’로 명명했다. 이러한 명명은 이후 모란봉악단

의 활동이 진행된 현재에 돌이켜봐도 김정은 시기의 음악정치, 특히 모란봉악단의 

음악정치를 잘 드러내는 명명이라고 판단한다. 이 ‘열린 음악정치’는 김정일 시기 

후반부에 김정일에 의해서 제시된 구호를 떠올리게 한다. 바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이다. 

다음 그림은 이 구호가 처음 등장한 2009년 12월 19일 김정일 친필이 새겨진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벽화와103) 그 구호로 만든 선전화이다.104)

103) 김차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통일신보｣,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100842, 2012.12.07.

104) “北선전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 
3969863, 2010.01.15.



578 신진연구논문집

<그림 24>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김정일 친필 벽화 

 
<그림 25>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선전화 

위 왼쪽의 벽화 전문은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생들에게 남긴 글로서 젊은 후속 

세대에게 남기는 글귀이다. 전문의 앞 글귀인 이 구호는 김정일 시기 후반부에 

공식적 구호로 승격되어 선전화 등에도 사용되었다. 이 구호는 김정은 시기에 이어

져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구호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이다. 주체를 강조해온 북한이지만 북한 밖 세계에 주목해야 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이 구호의 의미는 북한이 바깥 세상과 소통해야 함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열린 음악정치’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모란봉악단의 미학원칙으로 제시한 ‘동시대성’의 설명에서도 간단

히 설명했듯이 ‘열린 음악정치’는 국외의 세계를 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며 

북한음악이 동시대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일의 음악정치가 

국내용의 ‘음악정치’ 다면 김정은의 음악정치는 동시대성을 지향하는 ‘열린 음악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공연에서 서양의 음악들을 연주함으로써 세계에 손을 내 었다는 

식의 형식적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란봉음악의 음악적 특징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란봉음악의 전면화는 북한 인민들의 감성과 문화적 요구를 동시

대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인 변화가 아니라 

대화가능성, 소통가능성의 신호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이러한 모란봉악단 

음악의 동시대성은 북한 내부에서는 세계, 첨단이라는 명칭으로 그 성과를 인정하

고 있다.

다음은 2012년 말 음악계를 총결산하는 ｢조선예술｣ 주장글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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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조선의 새

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에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모란봉악단을 친히 조직해주심으로써 음악예술발

전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음악을 세계의 첨단에 올려세워주신것이

다.(밑줄은 필자)105)

위 인용글의 밑줄을 보면 모란봉악단의 음악으로 인해 북한음악이 세계의 첨단

에 올라섰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의 첨단(尖端), 즉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적 음악 수준의 동시대성을 획득했다는 것을 말하

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열린’ 음악정치의 음악은 양식에 한정된 것이다. 김정은 시기, 즉 

모란봉악단이 지향하는 음악에서 내용성, 즉 주제와 소재는 여전히 닫혀 있는 상태

이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진 ‘수령-당-대중’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이 

중요 골간이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사회 자체의 

근본적 변화가 있기 전에 이러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념의 

해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책의 해방은 가능해졌다’106)고 할 수 있다. 모란봉악

단이 그 정책의 해방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저 단순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동반한 동시대성 확보의 방향과 움직임을 음악 자체에서부터 보여

주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를 향한 화살표임을 보여준다.

2. 선전선동과 주민통합

1) 선전선동의 경로

이 항목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사례로 본 북한 음악정치의 선전선동, 전체 경로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전체 경로는 당연하게도 당의 관할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계획부터 전개, 평가까지 당적활동으로서 당의 기구에 의해서 진행된다.

먼저 북한 음악정치의 전체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5) 원일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년륜을 빛나게 장식한 선군음악예술,” ｢조선예술｣ 
2012년 12호, 루계 672호(2012), 49-53쪽.

106) 정창현, ｢키워드로 본 김정은시대의 북한｣ (서울: 선인, 2014), 10-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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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음악정치의 선전선동 경로

공연
(극장)

⇦

↓ ↓        ↓ ⇧
매체: 신문 TV 잡지

공식화
(정령, 공훈, 표창)

↓ ↓        ↓ ⇧
노동

(작업장) ⇨

 노래배우기
매체

반향
기사

 노래부르기 ⇒

 결의대회

위 표를 보면서 일반적 선전선동 경로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모란

봉악단의 창조기풍’의 전파 경로이다. 그 다음에 세부 경로의 과정을 모란봉악단을 

예로 들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공연’에서 출발해보자. 물론 공연 이전에 공연의 기획과 연습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란봉악단과 북한 인민의 소통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공연이 시작된다. 이 공연은 여러 시연회와 시범공연 등의 과정을 거쳐 

당적 승인이 이루어져서 대중에게 공연된다. 이 중 많은 경우는 기념일이나 행사의 

축하공연에 해당한다. 그런 일회성의 축하공연보다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이 

더욱 중요하다. 북한 인민들과의 접촉점이 많아져야 선전선동의 효과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공연이 개최되면 2~3일에서 10일 정도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순회 공연도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 북한 주민들이 

공연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직접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공연이 

끝나면 매체들, 예를 들어 신문이나 텔레비전, 잡지를 통해서 공연의 성과나 효과

를 위주로 공연의 주제를 다시 전달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공연에서 불 던 노래

의 악보를 신문에 싣기도 하고 가사만을 싣기도 한다. 또 해당 노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한다. 텔레비전으로는 실황녹화 상을 방 하며, 잡지 등에서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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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깊은 음악적 소개나 해설이 진행된다. 이런 매체의 전달과정이 이뤄지면서 

공연에 관한 소식들은 목적지인 노동현장에 도달한다. 공연을 관람했던 관객이 

노동자, 농민이 되어 작업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 직장의 당 기구에 의해서 정책적

으로 음악회의 노래배우기가 진행된다. 이 노래배우기는 예술소조나 직장의 예술

선전대에 의해서 진행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의 전문예술단체가 투입

되기도 한다. 그 이후 노래부르기가 직장 안에서 행해진다. 휴식 시간이나 오락 

시간 등에 불리면서 노래의 정책적 효과가 자연스레 작업 현장에 전달된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력 증강 결의대회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노래보급체계이다. 당연히 

이러한 노래보급체계가 진행되면서 경제해설과 증산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

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작업반의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매체의 반향

기사 등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전달된다. 그것이 또다시 여러 계층, 여러 단위들로 

전파된다. 이러한 활동은 ‘공식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공훈칭호나 표창이 수여되

어 공인된다. 그리고 다시 극장으로 가서 공연을 본다. 극장 안에서는 이제 노동 

현장에서 배운 노래들을 음악인들의 연주와 노래에 맞춰 따라 부르게 된다. 이런 

사이클이 효과적으로 반복된다면 선전선동의 효과는 커지게 된다. 그러면서 극장

과 작업장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며 이는 문화활동과 노동활동이 결합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북한 음악정치의 효과이다.

2) 모란봉악단으로 본 선전선동

(1) 극장에서 공연보기

북한의 공연운 은 공공 단체인 ‘국가예술공연운 국’에서 그 실무를 담당한다. 

이 기관은 1972년 11월 7일 창립된 중앙예술보급사의 현재 명칭이다.107) 물론 심의 

등은 당 조직인 국가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심의를 통과해서 무대에 

올려지게 되는 공연의 진행 실무는 이 기관이 맡아 진행한다. 이 국가예술공연운

국은 공연을 선전하고 관람표 등을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계획하여 분배한다. 그러

면 산하 지구보급소 등에서 주민들은 표를 구입한다.108)

다음은 국가예술공연공연국의 모습과109) 지구보급소의 전경이다.110)

107) ｢조선문학예술년감 2013｣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4), 299쪽.
108) 본사기자 박옥경, “모란봉악단공연 관람열풍으로 수도 평양이 흥성인다,” ｢로동신문｣, 

2014.03.25., 4쪽.
109) 본사기자 장성복, “한장한장의 관람표에 비낀 마음,” ｢로동신문｣, 2014.03.25., 4쪽.
110) 본사기자 김진명, “한시바삐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

다,” ｢로동신문｣, 2014.03.26.,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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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국가예술공연운영국의 

노동자들

 
<그림 27> 보통강지구보급소 앞의 주민들

왼쪽은 2014년 3월말 모란봉악단 공연의 운 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예술공연운

국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른쪽은 평양의 보통강지구보급소에서 모란

봉악단 공연의 관람표를 사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을 보면 모란봉악단 공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다음 사진은 보급소에서 표를 산 주민들이 공연장인 4.25문화회관으로 들어서는 

장면이다.111)

<그림 28>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으로 들어서는 사람들 

111) 본사기자 백성근, “인민의 기쁨에서 찾는 보람: 국각예술공연운 국과 그아래 지구보급소

들에서,” ｢로동신문｣, 2014.03.27.,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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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앞쪽 뿐만 아니라 뒷쪽에도 많은 주민들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는 10일 동안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

던 시기로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본 것인데, 사진으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인기는 4월 초에 이뤄진 량강도 순회공연으로 이어졌다. 다음 사진은 

2014년 4월 4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삼지연군 공연이 열린 삼지연군문화회관 

앞의 주민들이다.112)

<그림 29> 량강도 순회공연 ‘삼지연군’ 삼지연군문화회관 앞(2014.04.04.)

위 사진을 보면 그 인기를 알 수 있으며 시골인 량강도에서 보기 힘든 공연을 

보기 위해 한복과 정장 등을 차려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연은 당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2) 공연 후 매체의 선전활동

이러한 공연은 유흥이나 기분전환의 공연이 아니다. 당의 조직과 계획하에 진행

된 공연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모란봉악단 공연의 모습처럼 곡목의 선정부

터 무대장치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 당의 지향과 현시기 북한 인민들에게 요구하는 

정책을 알리고 내면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공연 이후 북한 매체에서 

공연을 본 관람객의 반응이나 인터뷰 내용을 선정하고 정리해서 내보낸 다음 기사

들로도 알 수 있다.

112) 본사기자 전성남, “백두산기슭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한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 항일

유격대의 연예공연을 본것 같다,” ｢로동신문｣, 2014.04.05.,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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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보는 과정에 예술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또 하나의 대학을 나온것만 같았

다. 매 종목들에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반영되여있고 113)

공연을 보고나니 하나의 학교를 나온것 같다고 토로하는 어느 한 공장의 선동원이 

있는가 하면 114)

《몇천권의 책을 보는것과 같은 공연》, 《당의 사상과 정책, 시대의 숨결을 집안

일처럼 환히 알수 있게 하는 공연》이라는 사람들의 아낌없는 찬사가 계속 울려나오

고있다.115)

현시기 당에서 바라는 문제들을 이렇게 가시화하고 선률화한 명곡들을 무대에 

올리고 만사람의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한것으로 하

여 공연은 사상교양의 생동한 교과서, 노래폭탄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116) (밑줄은 필자)

위 기사들은 2014년 3월말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고 

난 후의 인터뷰와 반향들을 소개한 것이다. 공통된 반응과 기사의 초점은 공연 

자체를 교육과정에 빗대고 있다. ‘하나의 대학’, ‘하나의 학교’, ‘몇천권의 책’, ‘사상

교양의 생동한 교과서’라는 말들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공연장은 유흥과 오락의 

장이 아니라 공연이 끝나고 돌아갈 삶의 현장, 작업장으로 가기 전에 들른 학교이

다. 공연은 수업이며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은 책을 읽고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실제 얼마나 있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목표하

에 이러한 방식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공연에만 머물지 않고 공연 이후 각종 매체의 활용으로 

이어진다. 상은 실황록화로 방 되고 공연 때의 중요한 악보들은 신문과 당보에 

실려서 공연을 되새기게 한다.117)

113) 본사기자 백성근, “모란봉악단공연열풍으로 평양의 봄은 더욱 활력있게 약동한다: 달려가

자 미래로, 희망찬 래일이 우리를 부른다,” ｢로동신문｣, 2014.03.29., 4쪽.
114) 본사기자 박옥경, “모란봉악단공연열풍으로 평양의 봄은 더욱 활력있게 약동한다: 수필 - 

류다른 봄바람,” ｢로동신문｣, 2014.03.29., 4쪽.
115) 본사기자 리건, “모란봉악단의 새 노래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로동신문｣, 

2014.03.29., 4쪽.
116) 박옥경,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공연,” ｢로동신문｣, 2014.03.30., 4쪽.
117) “모란봉악단의 진군나팔소리,” ｢로동신문｣, 2015.05.14.,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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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4년 9월 3~4일에 열린 모란봉악단 공연에서 소개된 노래들을 악보와 

함께 해설하고 있는 기사이다.118)

<그림 30> 2014년 신작음악회에서 불린 <고백>과 <세월이야 가보라지> 

왼쪽은 김정덕 작사, 황진  작곡의 <고백>, 오른쪽은 김형찬 작사, 안정호 작곡

의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악보이다. 이렇게 중요노래로 선정되어 신문에 실리게 

되면 이 신문이 노동현장에 보급되고 이 악보를 보고 노래배우기 활동이 전개된다.

그리고 이 노래들은 악보의 형태뿐만 아니라 노래의 정책적 의미를 알려주는 

소개글 형태로도 전파된다. 다음은 2014년 3월말 공연 직후에 소개된, 공연 당시 

불 던 노래들이다.

118) 본사기자, “흥하는 시대가 낳은 멋쟁이노래들,” ｢로동신문｣, 2014.09.05.,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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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노래 <인민의 환희> 소개글

 

<그림 32> 노래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소개글

<그림 33> 노래 <바다 만풍가> 소개글

 

<그림 34> 노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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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 진행되던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날마다 한 개씩 노래 소개글이 실렸다. 

28일에는 <인민의 환희>,119) 다음으로 29일에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120) 

30일에 <바다 만풍가>,121) 31일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122) 실렸다 

이는 이 노래들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안내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장

에서 이뤄졌던 교육과정이 다시 한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별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집단주의적 방식에 따라 한 노래에 

대한 한 가지 해석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3) 노동현장의 음악정치

이 항목에서는 공연을 보고 난 후 노동현장에서 공연의 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2013년 6월 23일 모란봉악단의 공연과 김정

은의 증산독려 연설이 있었던 자강도의 모습을 보겠다. 다음은 공연과 연설 이틀 

후의 ｢로동신문｣ 기사이다.123)

<그림 35> 모란봉악단공연과 김정은 연설 이후 자강도 노동자들의 반향 소개기사

119) 본사기자 리수정, “모란봉악단의 새 노래 《인민의 환희》,” ｢로동신문｣, 2014.03.28., 4쪽.
120) 본사기자 리건, “모란봉악단의 새 노래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로동신문｣, 

2014.03.29., 4쪽.
121) 본사기자 리수정, “모란봉악단의 새 노래 《바다 만풍가》,” ｢로동신문｣, 2014.03.30., 4쪽.
122) 본사기자 리건, “모란봉악단의 새 노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로동신문｣, 

2014.03.31., 4쪽.
123)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 혼연일체의 감동깊은 화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

에 접한 각계의 반향,” ｢로동신문｣, 2013.06.25.,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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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중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심장으

로 접수하고 결사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자강도의 로동계급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노래들을 가지고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애국

의 불을 맡아준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처럼 우리들도 제2, 제3의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전국각지의 사회주의대건설전투현장들에서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노래를 더 힘차게 울려가겠다.(밑줄은 필자)124)

위 인용글의 기사와 같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으로 

전달되어 ‘사회주의대건설전투현장’의 경제건설 촉매제로 사용되었다. 그러한 효

과를 위해서 김정은의 연설 전에 모범단위로 칭해지는 모란봉악단이 공연을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 당시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북한 음악정치의 일반적 

방식이며, 모란봉악단도 그러한 방식의 선두에 선 본보기 단체이다. 

다음은 2014년 4월의 량강도 순회공연 이후 농장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사진이

다.125)

<그림 36> ‘모란봉악단 창조기풍’ 속보판 옆을 지나 출근하는 대홍단군 농장원들

124)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 혼연일체의 감동깊은 화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

에 접한 각계의 반향,” ｢로동신문｣, 2013.06.25., 1쪽.
125) 본사기자 리건, “충정과 보답의 열기로 끓어번지는 력사의 땅: 모란봉악단공연을 본 대홍

단군과 백암군 인민들의 반향 - 백두대지에 로동당만세소리 울려퍼지게 하리,” ｢로동신문｣, 
2014.04.09.,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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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왼쪽 선전대에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투쟁기풍으로 당면한 

농전투에서 혁신!’이라는 글귀가 보인다. 그 옆으로 대홍단군 흥암농장원들

이126) 출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모란봉악단의 세련되고 

현대화한 공연들을 관람함으로써 북한이 동시대성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에 자신

감을 얻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범의 전파로 이어지고 바로 자신들의 혁신

을 결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종착역은 경제건설 결의이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결의대회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어쨌든 모란봉악단의 창조기

풍은 그러한 효과를 목표로 한 음악정치이다.

(4) 공식화의 단계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공연을 본 후 노동현장으로 전파된 음악정치의 한 주기는 

노동현장에서 멈추지 않는다. 공식화의 과정과 함께 다시 공연을 보는 과정으로 

이어져서 음악정치의 효과를 강화하며 다시 한 주기를 시작한다. 그런 과정에서 

정령을 통한 공훈이나 표창 등이 진행되며 그것을 공식화하고 권위를 부여한다. 

그러한 권위 부여는 실기 예술인들에게는 공훈배우 등의 칭호가 수여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앞서 살펴본 모란봉악단의 류진아, 라유미, 김유경 등이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 김설미는 시계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실기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창작가들에게도 공훈칭호가 수여된다. 모란봉악단에서는 작곡가 황진 (인민예술

가), 우정희(공훈예술가), 안정호(인민예술가)의 공훈칭호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

들에 대해서는 공훈칭호 수여소식만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공훈칭호와 관련한 

특집으로 ‘인민이 사랑하는 새시대의 웅작곡가들’이라는 제목의 작곡가 소개 

기사를 ｢로동신문｣에 싣고 있다.127)

그리고 이는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은 노래에 대한 정령이

다.128)

126) 본사기자 강진형·김명훈·리건, “기행 - 하늘아래 첫 동네 백두산기슭을 딸 수백리: 모란봉

악단의 량강도순회공연길을 함께 달리며,” ｢로동신문｣, 2014.04.23., 4쪽.
127) 차수, “인민이 사랑하는 새시대의 웅작곡가들(1): 로력 웅, 인민예술가 황진 의 창작

활동을 더듬어,” ｢로동신문｣, 2014.04.24., 4쪽; 본사기자 리수정, “인민이 사랑하는 새시대

의 웅작곡가들(2): 녀성작곡가 우정희의 창작활동을 더듬어,” ｢로동신문｣, 2014.05.10., 5
쪽; 본사기자 리건, “인민이 사랑하는 새시대의 웅작곡가들(3): 로력 웅, 인민예술가 안

정호의 창작활동을 더듬어,” ｢로동신문｣, 2014.05.14., 4쪽.
1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 ‘노래 《7. 27행진곡》, 《위대한 전승의 명절》,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훈장을 수여

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3.07.22.,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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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노래 <7. 27행진곡>, <위대한 전승의 명절>,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기념훈장 정령(2013.07.21)

위 기사와 같이 인물들에 대한 공훈칭호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에 대한 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정령은 2013년 7월 21일의 것으로 노래 <7. 27행진곡>

과 <위대한 전승의 명절>,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에 기념훈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이다. 노래 자체에 훈장을 주어 공

식화된 새로운 권위를 갖게 하고, 이 노래는 여러 공연장과 작업장에서 불리게 

된다. 이러한 공식화의 단계를 거쳐 예술가와 노래에 새로운 권위가 부여되고 다시 

새로운 공연이 꾸려진다.

제5장 결 론

모란봉악단은 그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음악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본격

적인 음악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모란봉악단

의 음악적 특징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현재 북한사회, 김정은 시대의 선전선

동의 역할과 의미,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주민통합의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해 보았

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유력한 문화현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라고 본다.

먼저 2장에서는 3년 남짓한 모란봉악단의 전모를 밝혀보았다. 그 출현의 의미와 

조직구조, 그리고 수상 상황까지 정리하 다. 다음으로는 음악단체로서 주된 활동

인 공연활동을 시기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략 확인되는 30회 가량의 공연을 정리

하고 시기별로 주요한 공연을 선정하 다.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 변화한 모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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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단의 특징을 공연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란봉악단은 각 시기별로 새로

운 시도와 여러 성과들을 보여주었다. 3시기인 최근은 아직 활동이 진행 중이어서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과 공연활동 전반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전반적 음악

의 특징을 분석하 다. 그 특징을 미학원칙과 음악양식으로 나누었다. 미학원칙으

로는 먼저 ‘수령과 국가에 대한 충실성’, 다음으로 ‘동시대성’과 ‘대중성’을 들었다. 

첫 번째 ‘수령과 국가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 한 변하기 힘든 부분으로, 모란봉악단에서도 변화의 지점을 찾기는 힘들었다. 

상대적으로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젊은 지도자를 이미지화하고 있는 점 정도

가 변화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학원칙으로 두 번째로 들었던 ‘동시대

성’이 있다. 이는 모란봉악단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이다. 동시대성의 

기반은 인민들의 요구에 따른 ‘대중성’에 있기도 하다. 여기서 마지막 미학원칙인 

대중성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북한음악의 지난 역사에 보

던 몇 차례의 것과 같은 분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세계

와의 대화가능성, 소통가능성을 높여 서구 대중음악인 팝음악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를 맞은 음악적 업데이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란봉

악단과 같은 변화는 최근 김정일 시기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양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자음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구 팝음악의 음색에 주목하고 리듬을 상대

적으로 중시하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서구 팝음악의 알앤비 창법을 사용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악곡의 구성형식과 편곡형태로 인해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들은 김정일 시기의 소위 외부, 특히 서양의 대중음

악과 맺었던 균형감각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적 내용미

학의 줄기를 놓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음색과 리듬을 위주로 다이내믹한 음악을 

추구하지만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음악과 노래련곡’과 같이 극성을 높이는 양식들을 개발하고, 

무대장치에서 배경화면의 역할을 높여서 음악극화를 꾀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

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음악이 외부를 향해 동시대성 획득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은 

것만은 확실하다.

다음 4장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선전선동과 주민통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이라는 담론에 대해서 시작과 변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 추적하 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초기에 ‘1. 결사관철의 정신, 2. 진취적인 

자세, 3. 혁신적인 안목’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1. 결사관철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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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3. 집단주의적 경쟁열풍’으로 정리되어 확정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결사관철의 정신’은 기존의 당성 강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음악적 특징에

서 말했던 ‘동시대성’ 획득을 위한 세계적 식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모란봉

악단의 창조기풍으로 말하고 있으며 문학예술계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에 

이 기풍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적 경쟁열풍’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사회주의적 경쟁’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경쟁’이라는 담론을 적용

하 다는 것, 그리고 그 ‘경쟁’이 ‘개인’에 대한 주목과 연결되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비교하는 ‘우월성’의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을 모란봉

악단을 통해서 전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김정은 시대가 이전 시기와 구별되

는 또 다른 점이다. 이러한 창조기풍으로 모란봉악단이 추구하는 음악정치는 ‘열린 

음악정치’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김정은

의 ‘열린’ 음악정치는 김정일 말기의 구호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의 정신을 음악에 적용,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 시기의 음악

정치가 국내, 내부용의 것이었다면 모란봉악단의 음악정치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

해서 상대적으로 세계를 향해 동시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점에서 다르다. 다음으

로는 북한음악의 선전선동 경로를 추적, 정리하 으며 모란봉악단의 실례로 선전

선동의 경로를 따라가며 주민통합의 실제 과정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북한음악의 

선전선동 전체경로는 김정은 이전 방식과 비슷하 다. 그리고 음악과 생활(노동)

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음악정치의 원리도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북한 인민들의 감성을 동시대성 획득으로 세계화하고자 하

는 의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일체화를 어떤 감성의 문화생활로 이뤄낼 

것이냐에 있어서 모란봉악단은 서구 대중음악인 팝음악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음악담론에서 대중가요, 대중음악 등의 ‘대중성’ 담론으로도 확인되는데, 이

는 기존의 ‘인민성’과 ‘통속성’을 결합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모란봉악

단의 음악에 나타난 특징은 특정 단체의 음악 특징이 아니라 현재 북한을 대표하는 

본보기단체의 음악 특징이라는 점에서 북한음악 전반을 선도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모란봉악단에 나타난 서구 대중음악 팝음악에 대한 주목과 그것

으로 동시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세계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들의 

눈높이, 외부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그들의 이념과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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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체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념의 해방은 어렵겠지

만 정책의 해방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모습을 모란봉악단이 보여주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념이 북한이라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변화를 바라기 힘들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변성에 집착하면서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변화의 지점에 주목해서 변화의 지점을 확대하고 그것으로 대화가능성

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 글의 최종 편집과정에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중국 베이징

(2015. 12. 12.~14, 국가대극원) 공연이 개최 직전에 무산되었다. 이번 공연은 모란

봉악단이 추구하는 동시대성 음악을 매개로 한 ‘열린 음악정치’를 볼 수 있는 가장 

단적인 기회 다. 북한은 이번 공연에서 모란봉악단의 동시대성 음악을 담은 ‘열린 

음악정치’를 세계에 보여주려 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모란봉악단의 음악정

치가 주로 내부를 향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던 것에 반해 이번 공연은 중국의 수도에

서 열릴 것이었기 때문에 외부, 즉 세계를 향한 그들의 메시지와 변화의 양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 다. 이번에 무산된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언젠가는 다시 

선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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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에 나타난 언어를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

으로 하 다. 북한이탈주민 보도의 언어를 살피고자 한 것은 직접 북한이탈주민을 

접하지 않은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가장 향을 받는 

요소가 언론의 보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도를 대상을 

한 연구는 대부분 언론사별 보도 경향이나 보도 태도와 보도 프레임 등에 주력했다

면 이 연구는 인식에 향을 주는 언어적 요소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부정적 인식의 형성에 기여하는 언어적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그것의 긍정적 전환

을 제안하는 것을 이 연구의 이차적 목적으로 하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4대 일간지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전자인문학센터의 6억 어절 규모의 

<물결21> 코퍼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여기에는 웹기반 코퍼스분석도

구가 제공되는데 이 도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를 대상으로 사용빈도, 공기

어 등을 분석하 다. 대상어로 삼은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는 용례빈도 순으로 ‘탈북

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의 네 단어이다. 단일형태가 아닌 까닭에 코퍼스분

석도구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은 ‘탈북’, ‘이탈’, ‘이주’ 등의 대상어를 통해 공기어

를 확인하 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각 단어의 공기어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체 

공기어, 품사별 공기어 등으로 각각 도표화하여 제시하 다. 14년 간의 공기어는 

각 대상어의 품사별 순위 등을 보 고, 연도별로도 공기어를 보임으로써 시간적 

흐름에 따른 공기어의 순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의 양에 따라 각 대상어 공기어의 수효도 변화를 보 고, 연도별 공기어의 

추이는 남한 사회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환경의 변화도 함께 보여 주었다. 공기어는 

우선 각 대상어별로 14년간의 공기어 전체 순위를 보 고 이후 일반명사, 고유명

사, 동사, 부사, 형용사 등 품사별로도 순위를 보 다. 연도별 공기어의 변화 또한 

품사별로 제시하 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북한이탈주민 각 지칭어의 공기어를 살핌으로써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공기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 특히 형용사

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하는 품사라는 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예컨대 ‘탈북자’와 ‘새터민’의 경우 동일한 지칭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지만 

각각의 공기어 형용사가 보이는 의미운율이 다름에 주목하 다. 의미운율은 일반

적으로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되는데 동일하게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지만 



620 신진연구논문집

보도의 문장에서 사용된 ‘탈북자’와 ‘새터민’의 공기어는 의미운율에 있어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동일한 대상임에도 지칭어가 달라짐에 따라 공기어 변화가 

확인되는 만큼 지칭어의 의도적 변화는 공기어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때, 긍정적 

의미운율을 갖는 공기어를 취하도록 새로운 지칭어를 제안해볼 수 있으며 이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공기어 분석 과정에서 우리는 공기어에서 부정적 

의미운율을 보이는 ‘탈북’과 ‘이탈’이라는 두 단어에 주목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칭

어의 공기어가 긍정적 의미운율을 갖기 위해서는 ‘탈북’과 ‘이탈’이 아니라 ‘이주’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주’를 전제로 하는 ‘다문화’의 공기어는 ‘탈북

자’의 공기어보다 ‘새터민’의 공기어와 유사도가 높았으며 ‘이주’의 공기어 역시 

그러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주’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고려

하면 기존의 동포나 민족 개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인식하는 것보다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에도 부합하는 일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어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로 ‘새터민’을 1위로 선택하고, 2위로

는 ‘북한이주민’을 선택함으로써 ‘이탈’과 ‘이주’의 공기어 의미운율에 대한 감각

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로 우리는 ‘이주’가 포함된 새로운 제안을 해보는 것이 

언어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단체에서 

이미 사용을 제안한 바 있는 ‘자유이주민’도 다시 한 번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고 판단하 고, ‘북한이주민’, ‘탈북이주민’, ‘탈북민’ 등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하고 ‘이주’를 핵심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논의를 제안하 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보도 및 인식의 연구에 코퍼스언어학을 접목함으로써 

대규모 코퍼스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도에 사용된 언어의 실제적 양상을 보 다

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제안의 언어적 근거를 마련

하 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보도에 사용된 실질형태소 외에 형식형태소를 고찰하지 못하

고, 방송의 위력이 큰 현실에서 방송언어까지 살피지는 못하 다. 무엇보다 지칭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하 는데 이러한 부분은 추후 보

완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한국 사회 소수자에 대한 PC어 사용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62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북한이탈주민 보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언론사별 보도 경향이나 보도 태도

와 관련하여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언론학이나 사회학, 정치

학 분야의 연구이며 순수하게 언어적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 연구의 한 방법인 코퍼스언어학의 연구 방법론

으로 북한이탈주민 보도에 사용된 언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이탈주민 관련 보도에 사용된 언어의 실제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적응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 남한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며 이는 탈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선행 연구

에서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접촉

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식은 대체로 언론의 보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북한이탈주민 보도의 프레임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에 사용된 언어를 분석하여 어떤 요소가 그러한 프레임 형성에 기여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 언어의 실제적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하여 그러한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부정적 프레임의 형성에 기여하는 언어적 요소를 

분석해 내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언어적 요소를 제안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모색과 제안을 위해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인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안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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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1: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 언어의 실제적 양상 제시 

⇓ 
연구목적2: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 언어의 프레임 형성 요소 분석

⇓
연구목적3: 부정적 프레임 형성 요소의 긍정적 전환 모색과 제안

  

<그림 1>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전자인문학센터의 <Trends21 코퍼스(또는 <물결 21> 코퍼

스)>를 대상으로 한다. 대규모의 신문 자료를 기반으로 언어, 사회, 문화적 변화 

추이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코퍼스는  [물결 21]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일보, 조선일

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이상 가나다순)의 기사를 수집․가공한 언어 자원이다. 

고려대학교 전자인문학센터에서는 2008년 말부터 신문 텍스트 기반의 장기간 언

어, 사회, 문화 분석 연구인 <물결21>사업을 시작, 매년 전년도의 기사를 추가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이 코퍼스의 규모는 2000년부터 2013년(14년치)에 이르는 

모든 기사를 포함하여 총 6억 어절에 이른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이 <물결 21>에 구축되어 있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14년 

간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 언어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를 대상어로 선정하

고 이 코퍼스를 대상으로 사용빈도, 공기어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어는 북한

이탈주민 관련한 보도가 검색될 수 있는 모든 단어가 대상이 되는데 탈북자, 새터

민, 탈북민, 귀순자 등 북한이탈주민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명사뿐 아니라 탈북, 

이탈, 이주 등의 일반 명사도 대상어가 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코퍼스 검색의 대상어를 선정한다. 대상어는 북한이탈주민 기사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로 한다. ‘귀순자, 새터민, 탈북자, 탈북민’ 등의 북한이탈주민 지칭 

단어와 ‘탈북, 이탈, 이주’ 등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명사도 대상어가 된다. 이들 

단어는 모두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가 검색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상어와 관련하여  각 지칭어의 사용빈도를 조사하고 14년 간 연도별 사용빈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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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추이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각 단어의 공기어를 분석한다. 북한이탈주

민을 지칭하는 단어와 함께 동일 문장 내에 쓰이고 있는 공기어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 언어의 실제적 양상을 보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공기

어는 14년 전체, 품사별, 연도별 등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석된 공기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인식의 프레임에 작용하는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

미운율을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칭 단어 공기어뿐 아니라 관련 

단어 공기어의 의미운율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와 관련어의 공기어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작용하는 요소가 드러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는데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인식이 가장 부정

적인 것으로 드러난 연령층인 20대를 대상으로 한다.1)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에 관한 제안도 마련될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연구의 주요 

단계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사용빈도와 추이 분석 

⇓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및 관련어의 공기어 분석

⇓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인식 조사와 제안

<그림 2> 연구의 주요 단계

1) “세대별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20대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전쟁에 가장 가까운 세대인 60대 이상이 우호적인 것

으로 나타났는데 는데, 이것은 “높은 연령대=보수적=북한에 비판적=탈북자에 비우호적”이
라는 관행적 인식이 맞지 않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분단으로부터 두 세대가 지난 지금의 20
대에게 북한에서 한국을 찾아온 탈북자는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지며, 이는 앞으로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없으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20대와 10대 

청년세대에게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 손애리, 이내 ,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아태연구｣ 제19집 3호(201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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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론의 보도 프레임, 

보도 태도나 보도 경향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는 이용철(2006), 김성옥(2009), 곽정례․이준웅(2009), 유호열‧박현선(2011), 

엄한아(2014) 등이 있는데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을 다루고 

있는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보도 태도, 보도 경향 등을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먼저 이용철(2006)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공동선언 5주년 행사가 

있었던 2005년 6월까지 5년을 연구 기간으로 잡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대상

으로 하여 ‘탈북자’라는 키워드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조선일보 996건, 한겨레

신문 629건으로 총 1,624건의 탈북자 기사의 내용분석을 하 는데 이를 통해 16개

의 프레임을 각각의 특성별로 유목화하여 개인화 프레임, 정치 프레임, 인권 프레

임, 민족 프레임, 정책 프레임, 민간/국제 프레임으로 나누었고, 이를 확대하여 현상 

제시적 프레임과, 대안 제시적 프레임으로 유목화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 연구는 프레임의 유형을 16 유형으로 최대한 세 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엄 히 구별되기 어려운 유형도 있기도 하고 프레임 유형과 통합프레임이 

일치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후 북한이탈주민 보도 프레

임 연구에 큰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북한이탈주민 

보도 프레임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김성옥(2009) 역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을 프레임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2007년과 2008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4개 언론사(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보도를 기사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표제와 본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다. 여기에서는 표제 분석방법으로 범주화 분석 방법과 과어휘화 분석 

방법, 전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 으며 본문 분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명칭, 범

주, 정의로 나누어 분석하 다.

이 연구의 결론은 언론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개인화하여 보도함으로써 문

제의 핵심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문제의 대상이면

서 타자로 보여지는 경향이 강하다(김성옥, 2007: 9)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은 남한 사람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표 2>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프레임의 유형을 도표화해 본 것이다. 남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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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묻는 ‘자아반성 프레임’을 유형화한 것은 의미 있으나 프레임 유형 범주의 

체계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표 1> 탈북민 보도 프레임 유형(이용철, 20006: 43)

구분
통합

프레임
프레임 유형 프레임 내용

현
상
제
시

개인화 
프레임

난관 극복 프레임
경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적응과 탈북자 입국 추세
를 밝힘

사회 부적응 프레임
탈북자에 관한 국내 각종 사건 및 사고, 기획탈북
으로 인한 마찰과 탈북과정의 어려움을 제시함

정치
프레임

정부 비판 프레임
조용한 대북정책과 소극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정
부를 비판함

정치 이슈화 프레임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고 정치적으
로 문제화함

제3국 비판 프레임
탈북자로 인한 외교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3국으
로 간주하고 비판함

국제관계 프레임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 관계와 수준에서 바로보고 
구제적 차원에서 바라봄

경제적 손익 프레임
탈북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차원의 부정적 
효과 및 실질적 비용을 제시함

인권
프레임

인권 보장 프레임
열악한 탈북자 환경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관심 
증대를 강조하며 개선하려고 함

북한 비판 프레임
탈북자들의 기본적 수준의 인권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북한 체제를 비판함

민족 
프레임

협력자 프레임
통일 시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로서의 
탈북자의 의미를 부여함

체제 비판 프레임
남북한 간의 이질감을 극대화하고 북한에 대한의 
일방적 지원을 강조함

대
안
제
시

정책 
프레임

지원 강화 프레임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과 지원 프로그램 
보완 및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강조함

NGO 협력 프레임
탈북자 지원 주체로서 NGO와의 협력 강화를 강
조함

민간/국
제

프레임

NGO 연대 프레임
NGO간 연대를 통해 탈북자에 대한 민간적 차원
의 지원을 강조함

사회 통합적 지원 
프레임 

민간과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탈북자 지
원 체제 구축과 준비에 의미를 부여함

국제 협력 프레임
탈북자 지원을 위해 국제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
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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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탈북민 보도 프레임 유형(김성옥, 2009: 74) 

프레임 유형 프레임 내용

실제현장 프레임 위태롭고 열악한 탈북 현장을 담은 프레임

법․제도․정책 프레임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법 제도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알리는 내용을 담은 프레임

동정․연민 프레임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탈북민 상황이나 남한 내 정착과정의 어
려움과 범죄 피해 사례 등에 대한 프레임

문화․예술 프레임
문학이나 화 등의 소재 및 주제로서 등장한 탈북과 탈북민에 
대한 프레임

동종 인간 프레임 탈북민과 일반인들과 같은 인간으로서 보는 프레임

인권 프레임
탈북민들을 전 인류를 관조하는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프레임

자아반성 프레임
탈북민의 처참한 상황이나 일반인들이 이들에게 가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강조하는 프레임

범죄 프레임
탈북민은 범법자라는 시각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범죄 집단
으로 바라보고 있는 프레임

민족 협력자 프레임 탈북민을 우리 민족의 협력자로 바라보고 있는 프레임

기타 

곽정례․이준웅(2009)는 199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0년간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5개 일간지 사설 총 278건을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된 사설은 조선 97, 

동아 68, 한국 36, 경향 42, 한국 35건이 등이다. 여기에서는 핵심주제의 연관 유형

을 기준으로 주제 프레임을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권보장 프레임, 체제개

선 프레임, 사회통합 프레임, 상황귀속 프레임 등이 그것이다. 

연구 결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생존권 같은 인권

보장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주변국과의 관계 등 관련 

주체의 행위와 그로 인한 사건의 결과를 강조하는 상황귀속 프레임을 자주 사용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황귀속 프레임, 인권보장 프레임, 체제개선, 사회통합 

프레임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 다. 사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긴 하나 다른 

종류의 보도 자료에도 적용이 가능한, 범주의 체계성이 잘 드러난 프레임 유형으

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프레임을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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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탈북민 보도 프레임 유형(곽정례․이준웅, 2009: 208) 

프레임 유형 프레임 내용

인권보장 프레임
인권 및 생존권과 난민 지위에 대한 주제가 결합하여 구성되며, 이들 
개별 주제들이 연결되어 탈북자의 보편적 인도주의에 따라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보호해야 함을 강조하는 프레임

체제개선 프레임
탈북자의 국내 수용에 따른 국내 안보체계 제고와 탈북자 정책 제도 
개선 주제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프레임 

사회통합 프레임
민족적 차원에서의 탈북자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평화 주
제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강조한 인식/태도 전환 주제가 결합하여 구성된 프레임

상황귀속 프레임
탈북자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기본 입장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프레임

유호열․박현선(2011)은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등 세 종류의 일간지와 KBS, 

MBC 등 2개의 방송사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 보도와 관련한 연구 중 가장 오랜 기간을 다룬 

연구일 뿐 아니라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언론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선되어야 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자문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지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

한 사건 전후를 비교하거나 갈등적 사안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 태도 차이를 보여주

는 데 그쳤던 데 반해 이 연구는 1994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약 

18년 동안의 언론 보도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 흐름과 변화를 확인시키는 데 기여

하고 있다. 특히 결정적 전환의 계기를 설정하여 질적 연구를 진행하 고 통시적 

분석을 진행하 기에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유호

열․박현선, 2011: 115).

한편 엄한아(2014)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2010년

부터 2013년의 4년을 연구 기간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또한 기존 연구

와 다르게 연구 대상을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지어 조사를 진행하 다. 

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을 국내 거주 

이탈주민과 해외 거주 이탈주민으로 나누어 보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국내

에 입국해 남한의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는 이탈주민들과 중국 등 제3국에서 거주

하는 이탈주민들은 생활과 지위가 다른 만큼 구분되어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628 신진연구논문집

본 것이다.2)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대한 저인지 현상3)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

만 이 용어들의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

야 할 용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도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보도 프레임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표 

4>와 같다. 

<표 4> 탈북민 보도 프레임 유형(엄한아, 2014: 38)

프레임 유형 프레임 내용

사회적 약자 한국 사회 소수자, 보호 대상자, 경제적 빈곤층

북한주민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 북한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

사회부적응 범죄자, 간첩, 불법이민자

정치세력 정치적 주장, 정치적 활동

모범시민 자원봉사자, 기부자, 사회적 나눔을 베푸는 사람

일반시민 한국 사회의 개인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도 프레임은 사회적 약자 프레임, 북한주민 프레

임, 사회 부적응 프레임, 정치세력 프레임, 모범시민 프레임, 일반시민 프레임의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고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모범시민 프레임이 

등장하 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약자 프레임을 가장 강력

2) “탈북민 보도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 탈북민 명칭에 대한 저인지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

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밝힌 탈북민에 대한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되는 문제점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실제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탈북자’라는 용어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용어의 통합은 물

론이고 전혀 처지가 다른 제3국 거주 탈북민들과 국내 입국 탈북민들이 같은 명칭으로 지

칭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제3국 거주 탈북민들의 처지와 국내 입국 탈북민들이 차별화되

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정책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못하고 있다.” - 엄한아,  
“한국 언론의 탈북민 보도 프레임 분석”, 이화여대 석사논문(2014), p.86 - 

3) “저인지(hypocognition) 현상이란 인지과학에서 발생한 용어로 몇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

는 비교적 단순하고 고정된 용어나 프레임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 엄한아, “한국 언론

의 탈북민 보도 프레임 분석”, 이화여대 석사논문(2014),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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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시민 프레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일보의 경우 정착 문제에 있어 개인적인 부분을 강조한 반면 

한겨레는 정착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묻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두 신문의 두드러

진 차이로 이는 두 신문사 모두 자사의 정치적 성향에 맞게 보도 프레임을 선택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에서의 언론의 프레임, 보도 태도 등을 다룬 선행 연구를 

거칠게나마 살펴본 결과, 이들 논의는 대체로 보도 언어와 관련이 되기는 하나 

언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대체로 대상화, 주변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되진 않으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언론사별 프레임 차이도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보도의 프레임은 전체적으로 현상제시와 대안제시 정도로 대별해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것은 본 연구의 진행에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선행

연구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보도 언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

다 보도에 사용된 언어 자체에 집중하여 보도 언어의 실제적 양상을 보이고 남한 

주민의 북한이탈주민 인식에 작용하는 언어적 요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용례 빈도조사

본 연구는 대규모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는 코퍼스 언어학의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물결21> 코퍼스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는 대규모 신문 자원 코퍼스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국내 대표적인 4대 일간지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으며 2014년 현재 6억 어절 규모로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코퍼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코퍼스를 

통해 다음의 것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물결21>에 나타난 단어 빈도 차트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어의 

빈도를 알아볼 것이다. 이 빈도 차트에 입력된 키워드의 연도별 및 월별 출현 빈도

는 시각화된 차트로 볼 수 있다. 빈도는 절대빈도와 상대빈도를 모두 볼 수 있는데 

절대 빈도란 실제 코퍼스에 나타난 빈도이고, 상대빈도란 해당 구간의 전체 코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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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를 백만으로 가정했을 때 절대빈도를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빈도 차트는 연도별로 단어의 빈도 변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시각화하여 보여주

는 도구이다. 대상이 되는 단어의 연도별 출현 빈도와 상대 빈도를 제시해 줌으로

써 단어의 연도별 사용 양상을 쉽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빈도 차트의 추가

적인 기능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이러한 빈도 차트를 통해 특정단어의 연도별 

사양 양상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어 빈도 변화의 연도별 추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나 관심사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4)

<표 5> 단어 빈도 차트의 기능(최재웅․이도길, 2014: 15) 

기능 설명

복수의 단어 입력 검색창에 둘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수 있다.

절대빈도 / 상대빈도 선택
절대빈도로 보기/상대빈도로 보기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빈
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연도별/월별 선택
연도별로 보기/월별로 보기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날짜 구간
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차트 확대/축소
Zoom In/Out 버튼을 이용하여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수치 확인
포인트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툴팁(tooltip) 수치(빈도
값)가 표시된다.

용례검색기와 연동
포인트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기사에 나타난 단어의 용례
를 확인하는 새로운 창이 열린다.

제2절 공기어 분석

공기어란 대상어와 같은 문맥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를 의미한다. 문맥은 문장, 

문단, 텍스트 등의 언어 단위가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장을 문맥으로 

삼는다. 즉 공기어 분석을 위해 두 단어가 같은 문장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조사하 다. 기본적인 가정은 같은 문장 내에서 두 단어가 우연히 함께 나타날 

빈도보다 실제로 함께 나타난 빈도가 높을수록 강한 공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5) 

<물결 21> 공기어 분석 도구에서는 공기 관계의 정도(대상어와 공기어 사이의 

4) 김일환 외, ｢‘물결 21’ 코퍼스의 구축과 활용｣(2013), pp.179~183
5) 최재웅, 이도길, “‘물결 21’ 코퍼스”, ｢민족문화연구｣(2014) 제64호,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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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도)를 t-점수(t-score)로 판단한다. 우연히 공기하는 단어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는 t-점수를 활용하는 것인데 t-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어와 공기어의 관련성이 그만

큼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점수는 해당 대상어와 공기어 사이의 관련성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t-점수의 변화보다는 t-점수에 의한 순위(ranking)의 변화를 살

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상어와 공기어가 언제, 얼마나 관련성

이 증가 혹은 감소하 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김일환, 2014: 11). 

김일환(2014)에서는 2000년대 신문 기사를 기반으로 어휘 사용과 사회 변화의 

상관성을 살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변화의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회’

의 공기어를 추출하고 이 공기어들이 연도별로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5억 어절의 기사를 바탕으로 ‘사회’의 대상어와 공기어

들을 관련성의 변화로 분석한 것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코퍼스를 통한 연구는 

주관적인 언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를 대상어

로 하여 공기어를 분석해 보이고자 한다.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등의 

지칭어와 ‘탈북, 이탈, 이주’ 등의 북한이탈주민 관련어의 공기어를 함께 살피고자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용례 빈도를 조사한 후 공기어 검색의 대상어

를 정하고 대상어의 공기어를 추출한다. 다음으로 공기어를 품사별 연도별로 보임

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도 언어의 실제적 양상을 보이고 최종적으로 대상어의 

공기어에 나타난 프레임 형성 요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3절 의미운율 분석 

강범모(2011)은 형용사와 명사와 관련된 의미운율을 논하고 있는 연구로, 여기에

서는 코퍼스 언어학에서의 의미운율 및 관련 개념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의미운율’을 “단어, 구, 문장, 문맥에 걸쳐 나타나는 (긍정적/부정적인) 비축자

적(암시적)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권장하다’와 ‘조장하다’의 경우, ‘권장

하다’는 긍정적일 일과 관련되고, ‘조장하다’는 부정적인 일과 관련된다는 것이

다.6) 

6) “의미운율이라는 개념은 본래 음운론의 운율적 동화 현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음운론에

서 초분절(suprasegmental) 혹은 운율(prosody) 현상이라고 하면 보통 음절, 구, 문장 단위에 

나타나는 억양, 강세, 음장 등의 현상을 일컫지만, 모음조화나 비음화 같은 현상도 운율현상

으로 보기도 한다(Firth 1948). 그런데 코퍼스 언어학에서 어떤 키워드가 특정 의미 자질을 

가진 단어들과 반복해서 나타나며 그 연어들의 의미 자질이 키워드에 전이되는 것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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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임(2012)에서는 이것을 ‘의미적 운율’이라 칭하며 “특정 형태가 함께 빈번하

게 나타나는 연어에 의해 형성되는 감정적인 의미로, 특정 형태(대상어, node)와 

연어(collocates) 관계 전체에서 걸쳐 나타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정

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운율은 코퍼스언어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논의도 활성

화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언론 보도 언어 분석에서도 의미 있는 개념이 된다. 남길

임(2012)에서는 단어, 구, 접사-어근 등의 여러 범주에 걸쳐 나타나는 언어 표현의 

결합을 살펴보고 그 경향성을 의미적 운율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의미적 

운율이란 “화자의 명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어휘의 선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획적, 계산적’, ‘-기 짝이 없다, -기 일쑤이다’ 등은 공기 관계를 통해 그 부정적 

운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듬뿍, 풍부하다’ 등의 어휘는 긍정적 운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 다. 어휘의 선택이 어떻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프레임 형성

에 기여하게 되는가를 의미운율을 통해 일정 정도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차

적으로 단어 층위에서 의미운율을 분석해 보고, 구 이상의 범위로도 확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코퍼스언어학의 논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결 21>이라는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 보도에 사용된 언어의 코퍼스언어학을 

시도한다. 다음 3장에서는 6억 어절 규모의 <물결 21> 코퍼스를 통해 북한이탈주

민 보도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및 관련어의 사용빈도를 알아본다. 이

어 대상어의 공기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도의 실제적 양상을 보일 뿐 아니라 

공기어의 의미운율 등을 통해 보도의 프레임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되었다. 가령 impressive라는 단어 자체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뜻이 없지만 이 단어가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이 achievement, talent와 같은 단어들이다보니 이 단어들의 긍정적인 기

운이 impressive라는 단어에 전이되어 사람들이 impressive라는 단어를 긍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의미운율이라고 한다(Partington 1998).” 
- 고언숙, “정도부사 ‘너무’의 의미와 의미운율: 음성 말뭉치 분석을 바탕으로”, ｢음성음운형

태론연구｣ 21권2호(2015),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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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 언어의 실제 

제1절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사용 빈도

북한이탈주민 보도에서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단어

의 사용 양상이다. 사용 양상을 살펴볼 대상 단어는 <표 6>과 같다. 먼저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은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단위들

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북한이탈주민, 북한 이탈주민, 북한 이탈 주민, 북 

이탈주민’ 등이 포함되며 이들 모든 단어에는 ‘이탈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

로 살펴볼 것은 ‘이주’가 포함되어 있는 ‘탈북 이주민, 북한 이주민’ 등이다. 

<표 6>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용례 빈도

연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탈북

이주민
북한

이주민
비고

① ② ③

2000 1,740 0 151 5 0 5 1 0 0

2001 2,044 0 49 3 10 11 2 0 1

2002 7,658 0 40 10 10 14 5 0 0

2003 2,427 0 26 0 9 5 0 0 1

2004 5,914 12 32 5 12 6 1 0 0

2005 2,193 210 9 0 0 0 1 0 2

2006 2,051 206 7 1 0 5 3 0 0

2007 1,416 425 13 0 0 0 0 0 0

2008 1,771 279 12 2 5 0 4 0 0

2009 1,604 253 10 3 21 0 13 0 1

2010 2,506 419 28 10 35 9 5 48 0

2011 2,910 217 115 22 13 13 14 2 0

2012 6,691 252 35 20 50 14 9 0 2

2013 3,588 186 9 60 51 8 12 0 1

소계 165 90 58
총계 40,925 2,273 527 141 313 50 8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례로 다음 <표 6>의 ①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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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이것은 띄어쓰기가 없는 하나의 단위이다. ②는 ‘북한 이탈주민’, ‘북 이탈주

민’, ‘이탈주민’ 등 ‘이탈주민’을 포함한 용례인데 이 중 ‘동독 이탈주민’은 제외되

었다. 다음 ③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 나타나는데 각각의 단어별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용례이다. ①~③이 지칭하는 대상은 같지만 보도에서 언어 형태는 달리 

나타나고 있어 이들 모두를 용례빈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용례 빈도 전체를 

표로 보이면 <표 6>과 같으며 이후 이들의 공기어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숫자는 <물결 21> 코퍼스 분석도구에서 검색된 용례 수이다. 

1. ‘탈북자’ 사용빈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로 검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탈북자,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등의 북한이탈주민 

지칭 단어를 우선적으로 검색한다. 이들 명사의 빈도 추이를 나타내는 다음의 <그

림 3> ~ <그림 6>에서 빈도 차트는 각각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등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물결21>의 웹기반분석도구(http://corpus.korea.ac.kr/)에서의 

검색을 통한 것이다.7)

<그림 3> ‘탈북자’ 연도별 절대빈도

7) 이 도구에서 빈도 차트는 단어 형태만 검색 가능하다. 따라서 두 어절 이상의 복합 형태로

는 검색 불가능하여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등 네 단어의 용례 빈도 차트를 보이

도록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복합 형태로 ‘이탈주민’이나 ‘이주민’을 포함한 ‘북
한이탈주민, 북한이주민’ 등의 복합 형태는 이 빈도 차트에서는 검색이 불가능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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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2000년 이전부터 사용되다가 2002년 2004년, 2012년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의 양이 증가한 탓이다. 2005년

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새터민’이라는 단어가 새로이 만들

어져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2007년 이후 소폭 증가세

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2008년 통일부에서 ‘새터민’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12년의 급격한 증가를 제외하고도 ‘탈북

자’의 사용빈도는 꾸준한 상승세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단일어

로는 압도적인 사용빈도를 보인다.

2. ‘새터민’ 사용빈도 

탈북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용례가 검색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는 ‘새터민’이

다. 이것은 ‘탈북자’라는 말이 정치색이 너무 강하고 어둡다는 이유로 사용을 중단

하고 통일부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새롭게 사용하기로 한 용어이다. 2005년 1월 

4개월간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사용을 결정하 으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사용을 반대하여 2008년 통일부가 사용 자제를 

요청하기에 이르 다. ‘새터민’이라는 말이 화전민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

와 더불어 정치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이주한 사람이라는 

의미만 남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면 2008년 통일부가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이후 전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가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포괄하는 용어임에 반해 ‘새터민’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

색이 배제된 탓에 용어의 적절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상위에 랭크되기도 한다.8)

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 우 의원(새누리당 포천·연천)은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북

부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조사에는 

경기북부지역 11개교 학생 1,163명(중학생 479명, 고등학생 684명)이 조사에 참여하 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칭에 대해 52.3%가 ‘새터민’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 으며, 
그 외 ‘탈북자’ 24.9%, ‘북한이탈주민’ 13.1%, ‘탈북민’ 8.7% 순으로 대답했다고 한다. 기사 

참조 http://www.ycg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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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새터민’ 연도별 절대빈도  

3. ‘귀순자’ 사용빈도

귀순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빈도가 높다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 2012년 사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 시기 

사전적 의미의 귀순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귀순자’는 1990년대를 

전후로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것은 문민정부 이후의 남북관계의 개선과 

관련이 있다. ‘귀순자’의 사전적 의미는 ‘적으로 맞서던 상황에서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하거나 순종해 온 사람’으로 풀이되어 있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에서 더 이상 체제 경쟁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후로도 ‘귀순자’는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탈북자’나 ‘탈북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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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귀순자’ 연도별 절대빈도

4. ‘탈북민’ 사용빈도

다음으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약어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고, 탈북자의 

‘자(者)’를 ‘민(民)’으로 교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탈북자

라는 표현보다 어감이 좋다는 판단에서 2012년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별칭으로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 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탈

북자에 비해 뚜렷한 사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탈북민’ 연도별 절대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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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림 1> ~ <그림 4>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나타내는 ‘탈북자, 새터

민, 귀순자, 탈북민’ 등의 사용 빈도와 추이를 보 다. 여기에 제시된 빈도는 절대빈

도로서 관련 보도에 사용된 용례의 전수(全數)에 해당한다. 법률상 명칭인 ‘북한이

탈주민’은 코퍼스 상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빈도 차트로 나타나지

는 않으나 <표 6>에서 보듯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이상을 통해 확인한 것은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등의 단어가 용례 빈도에

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탈북민’은 반대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대통령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꾸어 부름으로써 한자어 ‘자

(者)’의 훈이 갖는 부정적 어감을 ‘인(人)’이 갖는 긍정적 어감으로 바꾸려했던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약어

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탈북자’에 비하면 확실히 유리한 지점이 있는 만큼 

추후 공식적 사용을 제안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대상어들의 공기어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각

각의 단어에 대해서 그 공기어를 살핌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에서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실제적인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용례 빈도

가 가장 높은 ‘탈북자’를 대상어로 하여 살펴보고, 이후 빈도 순으로 각각의 공기어

를 보이도록 하겠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공기어 

1. ‘탈북자’ 공기어

1) ‘탈북자’ 전체 공기어의 대강 

<웹 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A Web-based Corpus Analysis Tool; 이하 코퍼스 

분석 도구)를 통해 ‘탈북자’ 공기어의 전체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다. 

<그림 7>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 간 신문 보도에 사용된 ‘탈북자’ 

공기에의 대강을 볼 수 있다. ‘탈북자’와 공기하는 사용 빈도가 높은 상위어는 

그림의 24개 단어이다. t점수9) 순위로 다시 제시해 보면 순서는 ‘북한, 중국, 인권, 

9) 공기어란 대상어와 같은 ‘문맥’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이다. ‘문맥’은 문장, 문단, 텍스트 등

의 언어 단위가 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문장을 문맥으로 삼고 있다. 즉 두 단어가 같은 

‘문장’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조사한 것이다. <물결 21> 코퍼스의 공기어 분석 도구에

서는 공기 관계의 정도, 즉 대상어와 공기어 사이의 연관도를 t-점수(t-score)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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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 정부, 난민, 탈북, 강제, 단체, 입국, 송환, 지원, 정착, 북송, 체포, 망명, 

당국, 출신, 남한, 진입, 미국, 취재, 라오스’ 등과 같다. <표 7>은 ‘탈북자’와 공기하

는 단어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로 상위 50위를 보인 것이다.10)  

<그림 7> ‘탈북자’ 공기어 t스코어 상위어

같은 문장 내에서 두 단어가 우연히 함께 나타날 빈도보다 실제로 함께 나타난 빈도가 높

을수록 강한 공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10) 공기어의 품사는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순으로 N, P, V, J, A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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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 P/북한 P/중국 P/중국 P/중국 P/중국 P/북한 P/미국

2 P/중국 P/북한 P/한국 P/북한 P/북한 P/중국 P/북한

3 N/송환 N/난민 N/진입 N/인권 N/정부 N/인권 N/인권

4 N/문제 N/문제 N/문제 P/한국 N/입국 N/문제 P/중국

5 N/난민 N/송환 N/정부 N/지원 N/지원 P/한국 N/망명

6 N/정부 P/유엔 N/공관 N/난민 N/진입 N/학교 N/난민

7 N/강제 N/정부 P/북한 N/문제 N/인권 N/진입 P/한국

8 N/인권 N/가족 N/대사관 N/체포 P/한국 N/북송 P/태국

9 P/러시아 N/당국 N/망명 P/미국 N/탈북 N/정부 N/입국

10 P/유엔 N/탈북 P/베이징 N/망명 N/한국행 N/강제 N/정부

11 N/외교 N/인권 N/난민 N/수용 N/단체 N/단체 P/미

12 P/UNHCR N/단체 N/총 사관 N/단체 N/문제 N/탈북 N/지원

13 N/납치 N/강제 N/사건 N/공안 N/정착 N/출신 N/수용

14 N/당국 P/남한 N/한국행 N/ 사부 N/체포 N/국제 N/문제

15 N/국경 N/입국 N/주재 N/입국 N/당국 N/지원 N/연행

16 N/안전 N/정착 N/처리 N/대사관 N/송환 N/당국 N/총 사관

17 N/고등 N/지원 N/지원 N/탈북 N/대사관 N/입국 P/부시

18 N/탈북 P/UNHCR N/인권 N/송환 P/베이징 N/난민 N/미국행

19 N/사건 P/한국 N/외교 N/당국 N/공관 P/남한 N/허용

20 N/보도 N/지위 N/강제 N/정부 N/공안 N/송환 N/출신

21 N/동지회 N/주민 N/공안 N/탈출 N/외교 N/수용소 N/지위

22 N/지위 P/장길수 P/일본 N/강제 N/브로커 N/정착 N/증언

23 N/수용소 N/인정 N/송환 N/진입 P/동남아 N/한국행 N/정착

24 N/정책 N/보호 N/체포 P/일본 N/집단 N/새터민 N/탈북

25 N/국제 N/망명 N/외국 N/수용소 N/수용소 N/납치 N/북송

26 N/신변 N/고등 N/요구 N/정착 N/강제 N/증언 P/선양

27 N/통일 P/조선족 N/요청 N/국경 N/학교 P/강철환 N/강제

28 N/말 P/베이징 N/입국 P/베이징 N/국내 N/보고서 N/공관

29 N/외교부 N/국경 N/정착 N/법안 N/북송 N/목사 N/가족

30 P/남한 N/판무관실 N/당국 P/남한 N/난민 N/회견 N/경찰

31 N/보호 N/색출 N/지위 N/업무 N/국경 P/유엔 N/국경

32 N/국정원 N/사회 N/단체 N/촉구 P/남한 P/베이징 N/신청

<표 7> 연도별 ‘탈북자’ 전체 공기어 상위 5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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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3 N/판무관실 N/공안 N/신병 N/증언 N/수용 N/간첩 N/체포

34 P/조선족 N/통일 N/연행 N/상원 N/망명 P/미국 P/타이

35 N/증언 N/동지회 N/보호 P/NGO P/몽골 N/실태 N/진입

36 N/입장 N/탈출 N/탈북 N/석방 N/관계자 P/태국 N/자유

37 N/판무관 N/식량 P/필리핀 N/포로 N/보호 N/포로 N/민단

38 N/인정 N/체포 N/입장 N/출신 N/말 N/공안 N/국적

39 N/동포 N/처형 P/선양 N/국군 N/국가 P/미 N/이민국

40 P/한국 N/ 입국 N/국경 N/보도 N/탈출 N/국경 P/백악관

41 N/최근 N/최근 N/주중 N/국제 N/최근 N/국군 N/법

42 N/대북 N/일가족 P/스페인 N/활동 N/통일부 N/명단 N/단체

43 N/대사 N/사건 N/해결 P/옌타이 P/미국 N/대사관 N/수용소

44 N/주민 N/공개 N/외교부 N/목사 N/소식통 N/공개 N/특사

45 N/언론 N/증언 N/ 사부 N/지위 N/출신 N/수용 N/새터민

46 N/남쪽 N/보도 N/ 사관 N/국내 N/외국 P/옌타이 N/최근

47 N/활동 N/통일부 N/인정 N/관계자 N/남북 N/보호 N/소식통

48 N/체포 N/출신 N/국제 N/주재 N/지난달 N/요구 N/불법

49 N/공안 N/북 N/추방 P/유엔 N/선교회 N/정치범 P/남한

50 N/추방 N/활동 N/소식통 N/동지회 N/외교부 N/통일부 P/레프코위츠

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P/북한 P/북한 P/북한 P/북한 P/북한 P/중국 P/북한

2 P/중국 N/인권 P/중국 P/중국 P/중국 P/북한 P/중국

3 N/인권 P/중국 N/인권 N/출신 N/인권 N/북송 P/라오스

4 P/한국 N/문제 N/정착 N/단체 N/단체 N/문제 N/탈북

5 N/정부 N/단체 N/취재 N/정착 P/한국 N/인권 N/북송

6 P/태국 N/정착 P/남한 N/인권 N/탈북 N/강제 N/인권

7 N/난민 P/미국 P/한국 N/주민 N/정부 N/정부 P/한국

8 N/입국 P/남한 N/입국 P/남한 N/출신 N/송환 N/출신

9 P/미국 N/국경 N/문제 P/김정일 N/난민 P/한국 N/문제

10 N/문제 N/정부 N/지원 N/탈북 N/입국 N/의원 P/유

11 N/강제 N/난민 N/국경 N/지원 N/정착 N/난민 N/정착

12 N/탈북 N/강제 N/사회 N/입국 N/가족 N/체포 N/정보

13 N/단체 N/북송 N/탈북 N/위장 N/대북 N/탈북 N/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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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 N/북송 N/망명 N/가족 N/고위 P/남한 N/단체 N/대사관

15 N/지원 N/출신 N/주민 N/말 N/주민 N/반대 N/단체

16 N/정착 N/탈북 P/미국 N/사회 N/북송 P/유엔 N/지원

17 N/공안 P/태국 N/적응 N/비서 N/전단 N/외교 N/정부

18 N/새터민 P/한국 N/단체 P/황 P/김정일 N/출신 N/강제

19 N/송환 N/간첩 N/증언 N/조사 N/체포 N/공안 N/공무원

20 N/체포 N/위장 N/보호 P/황장엽 N/증언 N/촉구 N/체포

21 N/망명 P/원정화 N/망명 N/당국 N/보호 N/국제 N/입국

22 N/한국행 N/자유 N/난민 N/증언 N/강제 N/가족 N/사회

23 P/유엔 N/입국 N/교육 N/방송 N/송환 P/남한 N/당국

24 N/수용소 N/주민 N/강제 N/통일 N/통일 N/변절자 N/증언

25 N/대사관 N/탈출 N/출신 N/간첩 N/국경 N/자유 N/위장

26 P/남한 N/지원 N/대사관 N/강제 N/수용소 N/강제북송 N/재입북

27 N/ 사관 N/송환 N/송환 N/수용소 N/공안 N/한국행 P/서울시

28 N/주민 N/가족 N/통일부 N/국경 N/지원 N/공관 P/남한

29 N/출신 N/수용소 N/북 N/대북 N/북 N/입국 N/통일

30 N/수용 N/크로싱 N/억류 N/가족 P/일본 P/임수경 N/공안

31 N/보호 N/대북 N/당국 P/한국 N/당국 N/당국 N/보호

32 N/국군 N/인권위 N/북송 N/송환 N/자유 N/사회 N/수용소

33 N/포로 P/미 N/포로 N/자유 N/위장 P/박선 N/가족

34 N/단식 N/ 화 N/통일 N/지식인 N/공관 N/통일 N/외교부

35 N/가족 N/사건 N/사람 N/북송 N/살포 N/중단 N/송환

36 N/납북자 N/전단 P/두만강 N/북 N/고위 N/집회 N/사건

37 N/통일부 N/다큐멘터리 N/말 P/김정은 N/통일부 N/국경 N/혐의

38 N/용어 N/보위부 N/여성 N/통일부 N/국적 P/중국대사관 N/보위부

39 N/목사 N/천국 N/체포 N/활동 N/국내 N/수용소 N/청소년

40 N/결의안 N/정보 N/국군 N/민주화 N/요청 N/외교부 N/국경

41 N/진입 N/군 N/정부 N/국내 N/여성 N/운동 N/구속

42 P/선양 N/단식 N/수용 N/보위부 N/문제 N/말 N/한국행

43 P/베이징 N/수용 P/김정일 N/합동 N/자살 N/정착 N/난민

44 P/김정일 N/삐라 N/목사 N/난민 N/미래 N/단식 N/주민

45 N/촉구 N/방송 N/수용소 N/연대 N/단속 N/협약 N/화교

46 N/이민국 N/보호 N/새터민 N/정보 N/간첩 P/임 N/관련



643

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7 N/사회 N/노력 N/실태 N/인민 N/시대 P/중 N/말

48 N/말 P/부시 N/여기자 N/여성 N/생활 N/소식통 N/국내

49 N/지위 N/목사 N/대북 N/신문 N/망명 N/관심 N/포함

50 N/지원금 N/활동 N/커런트 N/소식통 N/거주 N/대북 N/의원

위의 <표 7>은 연도별로 ‘탈북자’와 한 문장 내에서 공기하는 전체 단어 중 t점수 

상위 50위까지를 보 다. 제시된 공기어는 문장 내 공기하는 전체 단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품사별로 구체적 내용을 보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다음에서는 ‘탈북

자’의 공기어를 품사별로 보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에 사용된 언어의 

실제적 양상을 충실히 보이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2) 품사별 ‘탈북자’ 공기어

<물결21> 코퍼스 분석도구를 통해 ‘탈북자’와 공기하는 한 문장 내의 5품사를 

조사한 결과 공기어는 모두 4,490 단어로 조사되었다. 한 문장 내에 쓰인 다섯 

가지 품사는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등이 된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전체를 제시하지 않고 t점수 순위 상위 100위만 제시한다. ‘탈북자’ 공기어 

전체를 품사별 대강을 보이면 <표 8>과 같다. 

<표 8> ‘탈북자’ 공기어의 품사별 대강

품사별 전체 공기어 수
t점수 

최상위어 최하위어

일반명사 3,182 68.091 17.145

고유명사 609 113.913 6.153

동사 365 42.137 4.541

부사 177 11.826 1.125

형용사 157 12.146 1.326

‘탈북자’와 공기하는 단어는 명사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순으로 공기어가 출현하는데 공기하는 고유명사의 

수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탈북자’와 관련한 지명, 인명, 단체 

등의 고유명사가 많은 때문으로 보인다. <표 9>에서는 ‘탈북자’의 공기어를 품사별

로 상위 100위까지 보인다. 품사별 공기어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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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1 N/인권 P/중국 V/대하 A/및 J/조용하

2 N/문제 P/북한 V/돕 A/현재 J/어렵

3 N/정부 P/한국 V/전하 A/강력히 J/심각하

4 N/난민 P/베이징 V/알리 A/대거 J/민감하

5 N/진입 P/남한 V/들어오 A/함께 J/수많

6 N/북송 P/미국 V/밝히 A/즉각 J/생생하

7 N/강제 P/유엔 V/위하 A/한편 J/삼엄하

8 N/탈북 P/김정일 V/보내 A/조용히 J/열악하

9 N/송환 P/태국 V/들어가 A/또 J/조속하

10 N/단체 P/라오스 V/붙잡히 A/직접 J/절박하

11 N/입국 P/선양 V/오 A/조만간 J/긴 하

12 N/지원 P/UNHCR V/받아들이 A/한꺼번에 J/원만하

13 N/정착 P/중 V/통하 A/더욱 J/처참하

14 N/대사관 P/조선족 V/받 A/몰래 J/분명하

15 N/망명 P/NGO V/머물 A/계속 J/시급하

16 N/체포 P/동남아 V/지나 A/무사히 J/허술하

17 N/공관 P/몽골 V/넘 A/이어 J/뒤늦

18 N/당국 P/미 V/거치 A/매년 J/끔찍하

19 N/한국행 P/황장엽 V/따르 A/앞서 J/안이하

20 N/출신 P/필리핀 V/데려오 A/실상 J/치 하

21 N/공안 P/대한민국 V/만나 A/이미 J/아니

22 N/국경 P/투먼 V/떠돌 A/원만히 J/혹독하

23 N/외교 P/장길수 V/다루 A/곧 J/강력하

24 N/가족 P/김일성 V/막 A/분명히 J/용이하

25 N/수용소 P/황 V/넘어오 A/급격히 J/풍족하

26 N/보호 P/평양 V/처하 A/거듭 J/미묘하

27 N/총 사관 P/베트남 V/넘기 A/모두 J/공공연하

28 N/주민 P/두만강 V/알 A/상세히 J/관대하

29 N/수용 P/중국대사관 V/벌이 A/무조건 J/합당하

30 N/사회 P/옌지 V/의하 A/갈수록 J/난처하

31 N/증언 P/김 V/돌려보내 A/보다 J/예민하

32 N/말 P/임수경 V/도와주 A/긴 히 J/명백하

33 N/처리 P/조명철 V/끌려가 A/신속히 J/기구하

<표 9> ‘탈북자’ 공기어 품사별 상위 1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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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34 N/사건 P/박선 V/취하 A/일시 J/고프

35 N/국제 P/유 V/겪 A/심지어 J/엄하

36 N/요청 P/일본 V/관하 A/어제 J/배고프

37 N/탈출 P/노동당 V/살 A/극히 J/안타깝

38 N/주재 P/강철환 V/나서 A/미리 J/위태롭

39 N/지위 P/옌볜 V/숨 A/엄격히 J/방불하

40 N/소식통 P/한 V/떠나 A/달리 J/무자비하

41 N/최근 P/스페인 V/듣 A/면 히 J/파다하

42 N/통일 P/옌타이 V/잇따르 A/특별히 J/껄끄럽

43 N/촉구 P/지린 V/구하 A/일절 J/귀찮

44 N/외교부 P/김정은 V/원하 A/곧바로 J/진지하

45 N/자유 P/임 V/굶 A/하루빨리 J/완강하

46 N/활동 P/워싱턴 V/당하 A/은 히 J/초췌하

47 N/국내 P/러시아 V/걸 A/철저히 J/당당하

48 N/요구 P/김성민 V/풀려나 A/속히 J/빈번하

49 N/대북 P/마닐라 V/넘겨주 A/조속히 J/끝없

50 N/통일부 P/김정 V/건너 A/여실히 J/상관없

51 N/관련 P/캐나다 V/갇히 A/깊이 J/절실하

52 N/북 P/제네바 V/가 A/생생히 J/확실하

53 N/단속 P/원 V/덧붙이 A/우선 J/힘없

54 N/간첩 P/방콕 V/밟 A/명백히 J/극심하

55 N/목사 P/남조선 V/데려가 A/한결같이 J/엄중하

56 N/당국자 P/남북한 V/데리 A/뿔뿔이 J/다름없

57 N/보도 P/샘 V/있 A/아울러 J/모질

58 N/적응 P/함경북도 V/끌어내 A/소상히 J/급급하

59 N/허용 P/단둥 V/넘어서 A/시급히 J/확고하

60 N/ 사부 P/미얀마 V/인정받 A/응당 J/엄연하

61 N/인정 P/함북 V/늘어나 A/대폭 J/여의하

62 N/위장 P/타이 V/기다리 A/재차 J/귀중하

63 N/브로커 P/압록강 V/하 A/또다시 J/힘겹

64 N/추방 P/새누리당 V/태우 A/이른바 J/눈물겹

65 N/주중 P/안성 V/기울이 A/절실히 J/무참하

66 N/외국 P/지린성 V/붙잡 A/들락날락 J/기막히

67 N/체류 P/조선일보 V/가하 A/돌연 J/부끄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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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68 N/보위부 P/동남아시아 V/향하 A/결코 J/적절하

69 N/의원 P/후진타오 V/훔치 A/가만 J/불쌍하

70 N/ 사관 P/신의주 V/건너가 A/오늘 J/적나라하

71 N/연행 P/청진 V/갖 A/꿀꺽 J/석연하

72 N/동지회 P/차인표 V/돌아가 A/간절히 J/없

73 N/정치범 P/동아일보 V/보이 A/쿵 J/심상하

74 N/해결 P/산둥 V/건너오 A/공공연히 J/고단하

75 N/포로 P/효자동 V/접하 A/서슴없이 J/농후하

76 N/관심 P/임진각 V/지내 A/빈번히 J/험난하

77 N/동포 P/레프코위츠 V/잡히 A/낱낱이 J/무덤덤하

78 N/입장 P/김상철 V/저지르 A/매우 J/머지않

79 N/관계자 P/회령 V/무릅쓰 A/긴급히 J/배부르

80 N/확인 P/연변 V/꺼리 A/대놓고 J/삐딱하

81 N/고등 P/김동식 V/쫓아내 A/뻔히 J/정당하

82 N/신병 P/로이스 V/드러나 A/상당히 J/낯설

83 N/국군 P/부시 V/비롯하 A/진정 J/흉흉하

84 N/사실 P/석 V/숨기 A/순순히 J/은 하

85 N/이번 P/공화 V/피하 A/질질 J/두렵

86 N/중단 P/북조선 V/죽 A/간간이 J/그지없

87 N/실태 P/연길 V/내몰 A/널리 J/오죽하

88 N/납치 P/리빈 V/흩어지 A/주로 J/면 하

89 N/지난달 P/타임스 V/바라 A/모조리 J/시들하

90 N/인도적 P/최 V/되돌리 A/소위 J/엄격하

91 N/국가 P/통일연구원 V/굶주리 A/제발 J/이르

92 N/강화 P/칭다오 V/택하 A/하루하루 J/복잡하

93 N/판무관실 P/양강도 V/도망치 A/갓 J/경미하

94 N/현지 P/이북 V/넘어가 A/가급적 J/막다르

95 N/한국인 P/캄보디아 V/털어놓 A/사실 J/마땅하

96 N/억류 P/랴오닝 V/날리 A/가만히 J/솔깃하

97 N/도착 P/앰네스티 V/잇달 A/우연히 J/느슨하

98 N/고위 P/독일 V/머무르 A/자세히 J/딱하

99 N/새터민 P/북경 V/뛰어들 A/불쑥 J/희박하

100 N/주장 P/안성시 V/들여보내 A/이제 J/숙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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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 N/송환 N/난민 N/진입 N/인권 N/정부 N/인권 N/인권

2 N/문제 N/문제 N/문제 N/지원 N/입국 N/문제 N/망명

3 N/난민 N/송환 N/정부 N/난민 N/지원 N/학교 N/난민

4 N/정부 N/정부 N/공관 N/문제 N/진입 N/진입 N/정부

5 N/강제 N/가족 N/대사관 N/체포 N/인권 N/북송 N/입국

6 N/인권 N/당국 N/망명 N/망명 N/탈북 N/정부 N/지원

7 N/외교 N/탈북 N/난민 N/수용 N/한국행 N/단체 N/수용

8 N/납치 N/인권 N/총 사관 N/단체 N/단체 N/강제 N/문제

9 N/당국 N/단체 N/사건 N/공안 N/문제 N/탈북 N/연행

10 N/국경 N/강제 N/한국행 N/ 사부 N/정착 N/출신 N/총 사관

11 N/안전 N/입국 N/주재 N/입국 N/체포 N/국제 N/미국행

12 N/고등 N/정착 N/처리 N/대사관 N/당국 N/지원 N/허용

13 N/탈북 N/지원 N/지원 N/탈북 N/송환 N/당국 N/출신

14 N/사건 N/지위 N/인권 N/당국 N/대사관 N/입국 N/지위

15 N/보도 N/주민 N/외교 N/송환 N/공관 N/난민 N/증언

16 N/동지회 N/인정 N/강제 N/정부 N/공안 N/송환 N/정착

17 N/지위 N/보호 N/공안 N/탈출 N/외교 N/수용소 N/탈북

18 N/수용소 N/망명 N/송환 N/강제 N/브로커 N/정착 N/북송

3) 연도별 ‘탈북자’ 공기어 

(1) ‘탈북자’와 공기하는 일반명사

다음으로 ‘탈북자’와 공기하는 단어들의 연도별 증감을 살펴본다. ‘송환, 난민, 

진입, 인권, 정부, 출신, 북송, 탈북’ 등이 일반명사 공기어에서 14년 간 1회 이상 

수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 단어들이다. ‘진입’과 ‘출신’은 2002년과  2010년과 각각 

1위를 차지하 는데 14년 간의 전체 순위에서는 34위와 20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공기어이다. 탈북자의 공기어 중 ‘인권’이 전체 1위이면서 

모두 7회 1위를 기록한 공기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의 1위 공기어 ‘북송’은 

중국 내 탈북자의 문제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공기어의 연도별 순위 

변화는 탈북자와 관련한 사회 변화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탈북자’ 공기어 일반명사 연도별 상위 5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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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9 N/정책 N/고등 N/외국 N/진입 N/집단 N/한국행 N/강제

20 N/국제 N/국경 N/체포 N/수용소 N/수용소 N/새터민 N/공관

21 N/신변 N/판무관실 N/요구 N/정착 N/강제 N/납치 N/가족

22 N/통일 N/색출 N/요청 N/국경 N/학교 N/증언 N/경찰

23 N/말 N/사회 N/입국 N/법안 N/국내 N/보고서 N/신청

24 N/외교부 N/공안 N/정착 N/업무 N/북송 N/목사 N/국경

25 N/보호 N/통일 N/당국 N/촉구 N/난민 N/회견 N/체포

26 N/국정원 N/동지회 N/지위 N/증언 N/국경 N/간첩 N/자유

27 N/판무관실 N/탈출 N/단체 N/상원 N/수용 N/실태 N/진입

28 N/입장 N/식량 N/신병 N/석방 N/망명 N/포로 N/민단

29 N/증언 N/체포 N/연행 N/출신 N/관계자 N/공안 N/국적

30 N/판무관 N/처형 N/보호 N/포로 N/말 N/국경 N/이민국

31 N/인정 N/ 입국 N/탈북 N/국군 N/보호 N/국군 N/법

32 N/동포 N/최근 N/입장 N/보도 N/국가 N/명단 N/단체

33 N/최근 N/일가족 N/국경 N/국제 N/최근 N/대사관 N/최근

34 N/대북 N/사건 N/주중 N/활동 N/탈출 N/공개 N/수용소

35 N/대사 N/공개 N/해결 N/목사 N/통일부 N/수용 N/특사

36 N/주민 N/증언 N/외교부 N/지위 N/소식통 N/보호 N/새터민

37 N/언론 N/보도 N/ 사부 N/국내 N/출신 N/요구 N/소식통

38 N/활동 N/통일부 N/ 사관 N/관계자 N/외국 N/정치범 N/불법

39 N/남쪽 N/출신 N/인정 N/사회 N/남북 N/통일부 N/현지

40 N/체포 N/북 N/국제 N/주재 N/지난달 N/사회 N/인정

41 N/공안 N/활동 N/이번 N/동지회 N/외교부 N/활동 N/당국

42 N/항의 N/단속 N/추방 N/한국행 N/선교회 N/입수 N/말

43 N/추방 N/동포 N/소식통 N/최근 N/체류 N/처형 N/대사관

44 N/실향민 N/적응 N/수용 N/한국인 N/요청 N/공관 N/한국행

45 N/정착 N/관심 N/단속 N/중단 N/당국자 N/귀순 N/목사

46 N/촉구 N/이탈 N/경찰 N/보트 N/관계 N/주민 N/국제

47 N/통상부 N/검거 N/관련 N/의회 N/시도 N/외교 N/대북

48 N/포로 N/요원 N/허용 N/마약 N/활동 N/망명 N/국무부

49 N/탈출 N/요청 N/도착 N/사진 N/정책 N/말 N/한인

50 N/단체 N/체류 N/상원 N/관심 N/주중 N/지회 N/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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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N/인권 N/인권 N/인권 N/출신 N/인권 N/북송 N/탈북

2 N/정부 N/문제 N/정착 N/단체 N/단체 N/문제 N/북송

3 N/난민 N/단체 N/취재 N/정착 N/탈북 N/인권 N/인권

4 N/입국 N/정착 N/입국 N/인권 N/정부 N/강제 N/출신

5 N/문제 N/정부 N/문제 N/주민 N/출신 N/정부 N/문제

6 N/강제 N/국경 N/지원 N/탈북 N/난민 N/송환 N/정착

7 N/탈북 N/난민 N/국경 N/지원 N/입국 N/의원 N/정보

8 N/단체 N/강제 N/사회 N/입국 N/정착 N/난민 N/간첩

9 N/북송 N/북송 N/탈북 N/위장 N/가족 N/체포 N/대사관

10 N/지원 N/망명 N/가족 N/고위 N/대북 N/탈북 N/단체

11 N/정착 N/출신 N/주민 N/말 N/주민 N/단체 N/지원

12 N/공안 N/탈북 N/적응 N/사회 N/북송 N/반대 N/정부

13 N/새터민 N/간첩 N/단체 N/비서 N/전단 N/외교 N/강제

14 N/송환 N/위장 N/보호 N/조사 N/체포 N/출신 N/공무원

15 N/체포 N/자유 N/증언 N/당국 N/증언 N/공안 N/체포

16 N/망명 N/입국 N/망명 N/방송 N/보호 N/촉구 N/입국

17 N/한국행 N/주민 N/난민 N/증언 N/강제 N/국제 N/사회

18 N/수용소 N/탈출 N/교육 N/통일 N/송환 N/가족 N/당국

19 N/대사관 N/지원 N/강제 N/간첩 N/통일 N/변절자 N/증언

20 N/ 사관 N/송환 N/출신 N/강제 N/국경 N/자유 N/위장

21 N/주민 N/가족 N/대사관 N/수용소 N/수용소 N/강제북송 N/재입북

22 N/출신 N/수용소 N/송환 N/대북 N/공안 N/한국행 N/통일

23 N/수용 N/크로싱 N/통일부 N/국경 N/지원 N/공관 N/공안

24 N/보호 N/대북 N/북 N/가족 N/북 N/입국 N/보호

25 N/국군 N/인권위 N/억류 N/자유 N/당국 N/당국 N/수용소

26 N/포로 N/ 화 N/당국 N/송환 N/자유 N/사회 N/가족

27 N/단식 N/사건 N/북송 N/지식인 N/위장 N/통일 N/외교부

28 N/가족 N/전단 N/말 N/북송 N/공관 N/중단 N/사건

29 N/납북자 N/다큐멘터리 N/사람 N/북 N/살포 N/집회 N/혐의

30 N/통일부 N/보위부 N/포로 N/활동 N/고위 N/국경 N/송환

31 N/용어 N/정보 N/통일 N/국내 N/통일부 N/말 N/보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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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2 N/목사 N/천국 N/정부 N/통일부 N/국내 N/수용소 N/청소년

33 N/결의안 N/군 N/여성 N/민주화 N/국적 N/운동 N/국경

34 N/진입 N/단식 N/체포 N/보위부 N/문제 N/외교부 N/구속

35 N/말 N/수용 N/국군 N/합동 N/요청 N/정착 N/한국행

36 N/촉구 N/삐라 N/수용 N/난민 N/여성 N/단식 N/난민

37 N/이민국 N/방송 N/목사 N/정보 N/자살 N/협약 N/주민

38 N/사회 N/보호 N/수용소 N/연대 N/미래 N/관심 N/말

39 N/허용 N/노력 N/새터민 N/인민 N/단속 N/소식통 N/화교

40 N/지위 N/활동 N/실태 N/여성 N/간첩 N/대북 N/관련

41 N/지원금 N/목사 N/여기자 N/신문 N/시대 N/최근 N/국내

42 N/국제 N/사회 N/대북 N/소식통 N/일 N/앞 N/의원

43 N/국경 N/남북 N/커런트 N/공안 N/생활 N/처리 N/포함

44 N/중단 N/여간첩 N/소식통 N/예비군 N/망명 N/호소 N/국가

45 N/농성 N/당국 N/공안 N/탈출 N/거주 N/이사회 N/탈출

46 N/국내 N/관심 N/브로커 N/문제 N/연합 N/이날 N/신원

47 N/고등 N/연합 N/공관 N/사기 N/사회 N/대사관 N/보도

48 N/당국 N/국내 N/고위 N/정치범 N/공식 N/지원 N/이번

49 N/요구 N/대사관 N/인터뷰 N/돈 N/침해 N/북 N/명단

50 N/연행 N/새터민 N/활동 N/망명 N/사실상 N/선진 N/추방

(2) ‘탈북자’와 공기하는 고유명사

‘탈북자’와 공기하는 고유명사는 모두 609 개의 단어가 조사되었다. 고유명사 

공기어가 많은 것은 ‘탈북자’와 관련이 있는 지명, 인명, 기관명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순위에서 ‘중국’과 ‘북한’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4년 간 

북한이 8회, 미국이 5회 1위를 기록하 다. 2006년은 유일하게 ‘미국’이 1위를 기록

한 해이다. 2013년의 ‘라오스’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가 처한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명사와 마찬가지로 2002년, 2004년 그리고 2012년에 공기어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 역시 전체 보도량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표 11>에

서는 고유명사의 연도별 순위 1~50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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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 P/북한 P/중국 P/중국 P/중국 P/중국 P/북한 P/미국

2 P/중국 P/북한 P/한국 P/북한 P/북한 P/중국 P/북한

3 P/러시아 P/유엔 P/북한 P/한국 P/한국 P/한국 P/중국

4 P/유엔 P/남한 P/베이징 P/미국 P/베이징 P/남한 P/한국

5 P/UNHCR P/UNHCR P/일본 P/일본 P/동남아 P/강철환 P/태국

6 P/남한 P/한국 P/필리핀 P/베이징 P/남한 P/유엔 P/미

7 P/조선족 P/장길수 P/선양 P/남한 P/몽골 P/베이징 P/부시

8 P/한국 P/조선족 P/스페인 P/NGO P/미국 P/미국 P/선양

9 P/김 P/베이징 P/미국 P/옌타이 P/NGO P/태국 P/타이

10 P/조명철 P/러시아 P/중 P/유엔 P/투먼 P/미 P/백악관

11 P/황 P/길수군 P/NGO P/석재현 P/두리하나 P/옌타이 P/남한

12 P/중 P/몽골 P/유엔 P/산둥 P/독일 P/조선일보 P/레프코위츠

13 P/김정일 P/황 P/스페인대사관 P/노르베르트 P/베트남 P/숭의동 P/동남아

14 P/황장엽 P/황장엽 P/장길수 P/UNHCR P/조선족 P/라오스 P/방콕

15 P/이정빈 P/유태준 P/남한 P/워싱턴 P/유엔 P/부시 P/유엔

16 P/앰네스티 P/길수 P/UNHCR P/전 P/김일성 P/김정일 P/김정일

17 P/제네바 P/평양 P/마닐라 P/브라운백 P/캐나다 P/칭다오 P/대한민국

18 P/베이징 P/김순희 P/조선족 P/베트남 P/남조선 P/김일성 P/조지

19 P/김덕홍 P/중 P/몽골 P/몽골 P/안산 P/김동식 P/워싱턴

20 P/우다웨이 P/김정일 P/노르베르트 P/태국 P/지린 P/박 P/UNHCR

21 P/김대중 P/서울 P/독일 P/미 P/석재현 P/베트남 P/브라운백

22 P/러 P/옌볜 P/한 P/석 P/정동 P/한 P/라오스

23 P/북경 P/연변 P/원 P/황장엽 P/황장엽 P/미얀마 P/제이

24 P/김상철 P/김덕홍 P/브라운백 P/황 P/캄보디아 P/평양 P/로스앤젤레스

25 P/남북정상회담 P/남북한 P/캐나다 P/도쿄 P/UNHCR P/톈진 P/조총련

26 P/로빈슨 P/김상철 P/미 P/방콕 P/김정일 P/장동건 P/허드슨

27 P/조선일보 P/연길 P/독일대사관 P/필리핀 P/중 P/옌지 P/NGO

28 P/오가타 P/북경 P/인도 P/타임스 P/남북한 P/류 P/조선족

29 P/함북 P/두만강 P/옌볜 P/노동당 P/황 P/백악관 P/중

30 P/옌볜 P/김성호 P/천기원 P/샘 P/듀이 P/NGO P/샘

31 P/두만강 P/옌지 P/캐나다대사관 P/옌지 P/옌지 P/제프리 P/마이클

32 P/홍순 P/르몽드 P/샘 P/조선족 P/지린성 P/조선족 P/두만강

<표 11> ‘탈북자’ 공기어 고유명사 연도별 상위 5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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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3 P/장 P/UN P/케네디 P/최 P/이 P/UNHCR P/평양

34 P/윤 P/유 P/폴러첸 P/마닐라 P/동남아시아 P/회령 P/김성민

35 P/옌지 P/타임스 P/옌지 P/김정일 P/신의주 P/레프코위츠 P/동남아시아

36 P/김용갑 P/지린성 P/에드워드 P/폴러첸 P/하노이 P/중앙일보 P/미얀마

37 P/박재규 P/함경북도 P/길수군 P/신 P/상하이 P/김문수 P/김

38 P/프랑크푸르트 P/노동당 P/인천공항 P/상하이 P/반기문 P/김 P/단둥

39 P/마스 P/안 P/싱가포르 P/동남아 P/옌타이 P/한나라당 P/메구미

40 P/장쩌민 P/한 P/워싱턴 P/공화당 P/경일대 P/중 P/유럽의회

41 P/연변 P/리빈 P/공화당 P/뉴욕 P/용천 P/함북 P/EU

42 P/UN P/통일연구원 P/켈리 P/경일대 P/두만강 P/이화 P/압록강

43 P/NGO P/NGO P/커크 P/황보 P/함경북도 P/산둥성
P/블라디보
스토크

44 P/목포 P/함북 P/지린 P/라오스 P/중국대사관 P/워싱턴 P/옌타이

45 P/지린성 P/지린
P/북한인권
시민연합

P/공화 P/서울 P/조지 P/키티

46 P/간사이 P/사당동 P/유광종 P/연해주 P/정 P/정동 P/요덕스토리

47 P/한반도 P/김일성 P/쿵취안 P/이 P/진 P/지린 P/베이징

48 P/노동당 P/대한민국 P/류젠차오 P/북조선 P/석 P/동남아 P/마

49 P/프랑스 P/서해안 P/김정일 P/지린 P/임 P/강 P/엘렌

50 P/연세대 P/김정남 P/공화 P/산둥성 P/노동당 P/멕시코 P/차승원

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P/북한 P/북한 P/북한 P/북한 P/북한 P/중국 P/북한

2 P/중국 P/중국 P/중국 P/중국 P/중국 P/북한 P/중국

3 P/한국 P/미국 P/한국 P/남한 P/한국 P/한국 P/라오스

4 P/태국 P/남한 P/남한 P/김정일 P/남한 P/유엔 P/한국

5 P/미국 P/한국 P/미국 P/황 P/김정일 P/남한 P/유

6 P/유엔 P/태국 P/두만강 P/황장엽 P/일본 P/임수경 P/서울시

7 P/남한 P/원정화 P/김정일 P/한국 P/선양 P/박선 P/남한

8 P/선양 P/미 P/조선족 P/김정은 P/김일성 P/중국대사관 P/유엔

9 P/베이징 P/부시 P/태국 P/김 P/김 P/임 P/조명철

10 P/김정일 P/김 P/로라 P/노동당 P/평양 P/중 P/중

11 P/동남아 P/황장엽 P/평양 P/평양 P/중 P/대한민국 P/평양



653

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2 P/라오스 P/김정일 P/김 P/조선족 P/미국 P/선양 P/태국

13 P/일본 P/라오스 P/유나 P/김일성 P/황장엽 P/한 P/김정

14 P/베트남 P/숄티 P/유엔 P/김정 P/안철수 P/베이징 P/두만강

15 P/방콕 P/조선족 P/리 P/대한민국 P/임진각 P/조명철 P/시진핑

16 P/타이 P/조선일보 P/미 P/태국 P/최고인민회의 P/김정일 P/김

17 P/동남아시아 P/원 P/옌지 P/김성민 P/ 국 P/후진타오 P/김정일

18 P/안성 P/유엔 P/최 P/로이스 P/이북 P/효자동 P/김광호

19 P/황장엽 P/러시아 P/동아일보 P/두만강 P/백령도 P/미 P/동남아

20 P/UNHCR P/황 P/베트남 P/신의주 P/조선족 P/하태경 P/김정은

21 P/평양 P/ 국 P/박 P/안성 P/유엔 P/태국 P/옌지

22 P/인도네시아 P/김성민 P/송 P/단둥 P/김정은 P/김일성 P/조선족

23 P/로이스 P/노동당 P/UNHCR P/김명호 P/대한민국 P/제네바 P/새누리당

24 P/몽골 P/동남아 P/연길 P/함경북도 P/안 P/종로구 P/신동혁

25 P/북조선 P/차인표 P/워싱턴 P/에드 P/요미우리 P/UNHCR P/서울시청

26 P/WSJ P/평양 P/미얀마 P/라오스 P/박상학 P/차인표 P/동아일보

27 P/NGO P/워싱턴 P/중 P/오극렬 P/메구미 P/동아일보 P/미얀마

28 P/이 P/두만강 P/안성 P/대원외고 P/노동당 P/조선족 P/하태경

29 P/리 P/중국대사관 P/황 P/유엔 P/압록강 P/김정 P/쿤밍

30 P/최 P/조지 P/지린 P/최성용 P/단둥 P/김 환 P/한

31 P/회령 P/티베트 P/김일성 P/회령 P/두만강 P/북송 P/장성택

32 P/가토 P/UNHCR P/NGO P/리 호 P/태국 P/김성환 P/김일성

33 P/대한민국 P/남북한 P/조선일보 P/현인택 P/UNHCR P/미국 P/대한민국

34 P/하노이 P/성룡 P/킹 P/장성택 P/현병철 P/김정은 P/연평도

35 P/조선족 P/대한민국 P/베이징 P/중 P/함경북도 P/김 P/단둥

36 P/노동당 P/브라운백 P/김정운 P/함북 P/경인 P/투먼 P/광주

37 P/공화당 P/김동순 P/아리랑 P/청진 P/승철 P/베트남 P/윈난성

38 P/용인 P/옌볜 P/피터슨 P/임진각 P/청진 P/동화사 P/함북

39 P/캄보디아 P/BBC P/노동당 P/안성시 P/아오모리 P/한국외대 P/한성

40 P/중 P/노르웨이 P/김정 P/ICC P/남조선 P/임진각 P/김광현

41 P/남북정상회담 P/미얀마 P/압록강 P/선양 P/파주시 P/오톡 P/타이

42 P/송민순 P/한반도 P/대한민국 P/ 어 P/ 구 P/서울 P/뉴

43 P/남북한 P/몽골 P/이 P/양강도 P/양강도 P/백 P/남조선

44 P/경기도 P/최 P/청진 P/동남아 P/이준석 P/스위스 P/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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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5 P/백악관 P/수전 P/마커스 P/조선노동당 P/옌지 P/옌지 P/임수경

46 P/전 P/금강산 P/함경북도 P/김 철 P/김성민 P/요셉 P/압록강

47 P/워싱턴 P/공화당 P/라오스 P/하나 P/나가사키 P/하 P/임

48 P/윤 P/모스크바 P/안성시 P/남조선 P/동남아 P/평양 P/숄티

49 P/홍 P/캄보디아 P/런던 P/킹 P/김문수 P/타임스 P/박선

50 P/미 P/베트남 P/에코 P/옌지 P/황 P/민주 P/UNHCR

t점수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 V/대하 V/전하 V/대하 V/돕 V/대하 V/대하 V/받아들이

2 V/밝히 V/대하 V/들어가 V/위하 V/알리 V/밝히 V/돕

3 V/통하 V/돕 V/밝히 V/알리 V/돕 V/돕 V/밝히

4 V/전하 V/오 V/들어오 V/밝히 V/들어오 V/전하 V/전하

5 V/돕 V/들어오 V/돕 V/대하 V/전하 V/들어가 V/알리

6 V/보내 V/떠돌 V/전하 V/전하 V/위하 V/받아들이 V/대하

7 V/위하 V/알리 V/알리 V/받아들이 V/밝히 V/알리 V/들어오

8 V/지나 V/밝히 V/위하 V/지나 V/들어가 V/만나 V/들어가

9 V/따르 V/붙잡히 V/지나 V/통하 V/넘 V/다루 V/머물

10 V/들어오 V/통하 V/받아들이 V/들어오 V/받 V/들어오 V/만나

11 V/떠돌 V/머물 V/통하 V/머물 V/통하 V/거치 V/밟

12 V/알리 V/의하 V/보내 V/늘어나 V/보내 V/의하 V/거치

13 V/관하 V/따르 V/거치 V/붙잡히 V/지나 V/관하 V/받

14 V/받 V/보내 V/잇따르 V/거치 V/머물 V/죽 V/따르

15 V/의하 V/겪 V/붙잡히 V/떠돌 V/붙잡히 V/위하 V/넘

(3) ‘탈북자’와 공기하는 동사

동사는 전체 공기어의 수가 365개로 조사되었는데 14년 간 ‘대하다’가 6회, ‘돕

다’가 3회, ‘전하다’가 2회, ‘받아들이다, 오다, 넘기다’ 등이 각각 1회씩 수위를 

차지하 다. 동사 전체의 순위에서도 ‘대하다, 돕다, 전하다’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더불어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들어오다, 붙잡히다, 넘어오다, 넘기다, 받아들

이다’ 등의 동사는 탈북과 남한 입국 등의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는 동사라 하겠다. 

일반명사, 고유명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어 수효에서 2002년, 2004년, 20012년에 증

가세가 뚜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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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6 V/취하 V/살 V/따르 V/보내 V/데려오 V/굶 V/지나

17 V/덧붙이 V/끌려가 V/데려오 V/받 V/오 V/머물 V/듣

18 V/일으키 V/받 V/보이 V/담 V/거치 V/넘기 V/의하

19 V/돌려보내 V/가 V/떠나 V/도와주 V/알 V/숨 V/원하

20 V/넘 V/당하 V/막 V/오 V/넘기 V/이루어지 V/보내

21 V/넘어오 V/있 V/끌어내 V/따르 V/있 V/붙잡히 V/통하

22 V/벌이 V/취하 V/늘어나 V/관하 V/따르 V/당하 V/오

23 V/만나 V/나서 V/떠돌 V/가 V/벌이 V/덧붙이 V/넘어오

24 V/붙잡히 V/위하 V/취하 V/피하 V/떠돌 V/부르 V/택하

25 V/알 V/늘 V/받 V/넘어오 V/도와주 V/받 V/데려오

26 V/막 V/숨 V/넘 V/덧붙이 V/막 V/듣 V/떠돌

27 V/넘겨주 V/데려오 V/돌려보내 V/갖 V/넘어오 V/처하 V/붙잡히

28 V/되돌리 V/만나 V/원하 V/만나 V/가 V/쫓겨나 V/숨

29 V/넘기 V/관하 V/오 V/다루 V/숨 V/데려오 V/앞장서

30 V/보 V/다루 V/향하 V/접하 V/나서 V/취하 V/덧붙이

31 V/머물 V/기울이 V/있 V/기다리 V/취하 V/엎 V/넘어가

32 V/삼 V/돌려보내 V/쫓아내 V/구하 V/의하 V/지나 V/보이

33 V/다루 V/지나 V/처하 V/훔치 V/처하 V/갖 V/빚어지

34 V/이르 V/구하 V/머물 V/숨 V/받아들이 V/떠돌 V/취하

35 V/숨 V/넘어오 V/관하 V/벌이 V/걸 V/내몰 V/돌려보내

36 V/인정받 V/거치 V/도와주 V/의하 V/풀려나 V/넘 V/다루

37 V/부르 V/넘어서 V/태우 V/흩어지 V/몰려들 V/건너 V/인정받

38 V/기울이 V/달하 V/뛰어들 V/떠나 V/노리 V/내쫓 V/끌려가

39 V/오 V/갖 V/걸치 V/늘 V/덧붙이 V/끌려가 V/갖

40 V/드러내 V/도망치 V/인정받 V/처하 V/늘 V/담기 V/들여오

41 V/데려오 V/떠나 V/다루 V/타 V/벌 V/나돌 V/앞서

42 V/드러나 V/인정받 V/끌려가 V/오가 V/만나 V/흔들 V/건너가

43 V/비롯하 V/데리 V/벌이 V/취하 V/붙잡 V/낳 V/살

44 V/드나들 V/돌보 V/기다리 V/건너가 V/원하 V/통하 V/데려가

45 V/금하 V/도와주 V/데리 V/가지 V/끌려가 V/보내 V/지내

46 V/가하 V/넘 V/가 V/도망치 V/잇따르 V/믿 V/굶

47 V/받아들이 V/털 V/넘겨주 V/비롯하 V/꽂히 V/하 V/죽이

48 V/내보내 V/털어놓 V/피하 V/넘어서 V/흩어지 V/저지르 V/맞이하

49 V/겪 V/무릅쓰 V/끌리 V/챙기 V/넘어서 V/벌이 V/되돌리

50 V/떠나 V/건너 V/둘러싸 V/태우 V/지내 V/접하 V/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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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V/돕 V/대하 V/돕 V/전하 V/오 V/대하 V/넘기

2 V/따르 V/돕 V/넘 V/돕 V/전하 V/돕 V/대하

3 V/들어오 V/넘 V/전하 V/대하 V/보내 V/알리 V/전하

4 V/전하 V/보내 V/대하 V/보내 V/돕 V/전하 V/들어오

5 V/알리 V/위하 V/알리 V/오 V/알리 V/막 V/알리

6 V/머물 V/만나 V/붙잡히 V/받 V/들어오 V/보내 V/머물

7 V/위하 V/알리 V/보내 V/알리 V/알 V/붙잡히 V/돕

8 V/거치 V/다루 V/훔치 V/위하 V/받 V/들어오 V/거치

9 V/받아들이 V/들어오 V/받 V/넘 V/대하 V/처하 V/만나

10 V/붙잡히 V/벌이 V/통하 V/들어오 V/돌아가 V/위하 V/밝히

11 V/대하 V/전하 V/넘어오 V/알 V/날리 V/하 V/보내

12 V/떠돌 V/오 V/살 V/살 V/타 V/밝히 V/받

13 V/넘어서 V/밝히 V/오 V/하 V/살 V/다루 V/붙잡히

14 V/넘 V/받 V/밝히 V/죽 V/만나 V/오 V/오

15 V/밝히 V/통하 V/도와주 V/굶 V/붙잡히 V/구하 V/다루

16 V/받 V/붙잡히 V/머물 V/따르 V/다루 V/머물 V/데려오

17 V/보내 V/의하 V/떠돌 V/만나 V/넘 V/열리 V/막

18 V/관하 V/넘기 V/겪 V/붙잡히 V/데려오 V/갇히 V/넘어오

19 V/오 V/살 V/위하 V/받아들이 V/받아들이 V/만나 V/통하

20 V/넘어오 V/돌려보내 V/다루 V/넘어오 V/건너 V/벌이 V/듣

21 V/당하 V/데려오 V/당하 V/겪 V/막 V/넘어오 V/겪

22 V/데려오 V/겪 V/죽 V/빼내 V/머물 V/돌려보내 V/넘어가

23 V/주어지 V/떠돌 V/들어오 V/가르치 V/듣 V/알 V/처하

24 V/데려가 V/숨 V/벌 V/굶주리 V/넘어서 V/나서 V/가

25 V/지나 V/지나 V/하 V/날리 V/굶 V/걸 V/데리

26 V/들어가 V/인정받 V/굶 V/듣 V/하 V/잡히 V/위하

27 V/다루 V/드러나 V/밟 V/드러내 V/부치 V/듣 V/넘

28 V/벌이 V/꺼리 V/거치 V/도와주 V/당하 V/데려오 V/따르

29 V/밟 V/굶 V/챙기 V/걸 V/따르 V/통하 V/넘겨주

30 V/굳어지 V/머물 V/받아들이 V/늘 V/겪 V/울 V/접하

31 V/겪 V/거치 V/달아나 V/거치 V/거치 V/지나 V/끌려가

<표 12> ‘탈북자’ 공기어 동사 연도별 상위 5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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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2 V/ 치 V/비롯하 V/담기 V/떠돌 V/떠돌 V/따르 V/숨

33 V/나서 V/받아들이 V/감추 V/끌려가 V/통하 V/열 V/벌이

34 V/기다리 V/건너가 V/건너 V/나서 V/처하 V/외치 V/건너

35 V/통하 V/구하 V/펴내 V/가 V/접하 V/바라 V/데려가

36 V/막히 V/뛰어들 V/믿 V/털어놓 V/택하 V/퍼붓 V/나오

37 V/가하 V/알 V/걸 V/벌 V/넘어오 V/넘 V/살

38 V/갇히 V/속이 V/구하 V/뚫 V/위하 V/당하 V/드러나

39 V/담 V/숨기 V/꺼리 V/느끼 V/풀려나 V/떠나 V/돌아오

40 V/내몰리 V/넘어오 V/가르치 V/넘겨주 V/밝히 V/의하 V/알

41 V/데리 V/날리 V/만나 V/데려오 V/늘어나 V/닥치 V/들어가

42 V/돌보 V/나서 V/나누 V/맡 V/돌려보내 V/받 V/태우

43 V/빼돌리 V/죽 V/내려오 V/통하 V/벌 V/끌려가 V/훔치

44 V/듣 V/끌려가 V/따르 V/꺼리 V/드러나 V/향하 V/속이

45 V/원하 V/들어가 V/살아가 V/흘리 V/일어나 V/관하 V/하

46 V/만나 V/헤어지 V/먹고살 V/잡히 V/버리 V/겪 V/떠돌

47 V/숨 V/처하 V/알 V/꾸미 V/데리 V/구르 V/인정받

48 V/붙잡 V/따르 V/두려워하 V/건너 V/가하 V/기울이 V/건너가

49 V/풀려나 V/그리 V/놓이 V/시달리 V/도망치 V/잡아들이 V/내보내

50 V/비롯하 V/갇히 V/숨기 V/갇히 V/괴롭히 V/살 V/뚫리

(4) ‘탈북자’와 공기하는 부사

부사 전체 공기어는 177개로 조사되었다. ‘및, 현재, 강력히, 대거, 함께, 즉각, 

한편, 조용히, 또, 직접’ 등이 부사 전체의 상위 10위 부사이다. 여기에서 ‘강력히’는 

엄 히 말하자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부사형이지만 <물결21> 코퍼스 분석도

구에서는 부사형도 모두 부사로 처리되어 있다. ‘강력히, 대거, 즉각, 조용히’ 등의 

부사 역시 탈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사로 볼 수 있다. 

‘함께’ 부사가 상위를 차지한 것 역시 탈북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3>에서는 ‘탈북자’와 공기하는 부사의 양상을 연도별로 25위까지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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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A/더 A/계속 A/현재 A/갑자기 A/미리 A/이어 A/및

2 A/모두 A/현재 A/우선 A/몰래 A/함께 A/즉각 A/다시

3 A/대거 A/보다 A/함께 A/및 A/스스로 A/조용히 A/함께

4 A/현재 A/매주 A/같이 A/일일이 A/주로 A/곧 A/못

5 A/매달 A/그대로 A/한편 A/못 A/및 A/원만히 A/앞서

6 A/곧 A/함께 A/또 A/결코 A/무조건 A/대거 A/버젓이

<표 13> ‘탈북자’ 공기어 부사 연도별 상위 25위 

t점수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 A/강력히 A/및 A/더욱 A/함께 A/현재 A/및 A/직접

2 A/조용히 A/직접 A/및 A/및 A/대거 A/강력히 A/모두

3 A/돌연 A/현재 A/또 A/현재 A/및 A/대거 A/및

4 A/몰래 A/급격히 A/현재 A/매년 A/한꺼번에 A/모두 A/곧

5 A/더욱 A/한결같이 A/앞서 A/한편 A/강력히 A/직접 A/또

6 A/다 A/강력히 A/강력히 A/급격히 A/즉각 A/또 A/조만간

7 A/및 A/함께 A/거듭 A/깊이 A/이른바 A/안 A/몰래

8 A/안 A/전혀 A/한편 A/일시 A/무사히 A/달리 A/앞서

9 A/스스로 A/몰래 A/분명히 A/강력히 A/한편 A/매우 A/종종

10 A/아마 A/게다가 A/조만간 A/당연히 A/조만간 A/함께 A/대거

11 A/진정 A/다시 A/일단 A/더욱 A/철저히 A/두루 A/한편

12 A/적절히 A/혹은 A/즉각 A/이미 A/매년 A/아무리 A/일단

13 A/현재 A/갈수록 A/모두 A/갈수록 A/이미 A/단순히 A/달리

14 A/이어 A/다소 A/곧바로 A/대체로 A/함께 A/분명히 A/이미

15 A/특히 A/달리 A/달리 A/이른바 A/조용히 A/심지어 A/불과

16 A/즉각 A/보다 A/곧 A/아울러 A/계속 A/이어 A/현재

17 A/달리 A/더구나 A/안 A/채 A/얼마나 A/현재 A/얼마나

18 A/또 A/대체로 A/없이 A/즉각 A/심지어 A/갈수록 A/분명히

19 A/심지어 A/너무 A/우선 A/일일이 A/서슴없이 A/우선 A/계속

20 A/제대로 A/곧 A/계속 A/모두 A/절대 A/왜 A/우선

21 A/당연히 A/또다시 A/상당히 A/몰래 A/일절 A/갑자기 A/또한

22 A/늘 A/한꺼번에 A/또다시 A/조만간 A/채 A/계속 A/이어

23 A/보다 A/스스로 A/매우 A/전혀 A/대폭 A/못 A/갈수록

24 A/분명히 A/대폭 A/이제 A/대폭 A/왜 A/이미 A/실제로

25 A/함께 A/오히려 A/긴 히 A/당분간 A/더욱 A/특히 A/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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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 A/빨리 A/무조건 A/정확히 A/조만간 A/이어 A/한편 A/고스란히

8 A/심지어 A/해마다 A/서로 A/함께 A/대거 A/가까이 A/현재

9 A/급격히 A/또 A/매년 A/꽤 A/워낙 A/계속 A/수시로

10 A/제대로 A/대거 A/대거 A/이제 A/직접 A/직접 A/심지어

11 A/단순히 A/혹은 A/직접 A/먼저 A/완전히 A/강력히 A/철저히

12 A/또 A/늘 A/이미 A/널리 A/조만간 A/더 A/강력히

13 A/보다 A/꾸준히 A/열심히 A/곧바로 A/서로 A/매년 A/몰래

14 A/갈수록 A/주로 A/및 A/상당히 A/몰래 A/또 A/곧바로

15 A/완전히 A/다소 A/너무 A/현재 A/대폭 A/끝내 A/한꺼번에

16 A/한편 A/및 A/아직 A/해마다 A/깜짝 A/대놓고 A/또다시

17 A/매년 A/모두 A/제대로 A/제대로 A/심지어 A/아울러 A/갑자기

18 A/이른바 A/특히 A/전혀 A/또는 A/현재 A/꿀꺽 A/보다

19 A/이어 A/오래 A/주로 A/아예 A/언제 A/모조리 A/즉각

20 A/이미 A/이미 A/특히 A/실제로 A/좀 A/조만간 A/한편

21 A/더욱 A/제대로 A/다시 A/그냥 A/그나마 A/현재 A/대폭

22 A/또한 A/우선 A/여전히 A/항상 A/갑자기 A/함께 A/달리

23 A/역시 A/이어 A/못 A/매일 A/한편 A/유독 A/대거

24 A/및 A/이제 A/더욱 A/주로 A/아직 A/무사히 A/직접

25 A/스스로 A/직접 A/이어 A/다 A/매년 A/특별히 A/언제

(5) ‘탈북자’와 공기하는 형용사

‘탈북자’와 공기하는 형용사는 157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공기어 수효는 

부사와 비슷한 정도이지만 연도별로 사용된 공기어의 합은 부사의 절반 정도이다. 

‘탈북자’와 공기하는 형용사의 경우 중복 사용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용

하다, 어렵다, 심각하다, 민감하다, 수많다, 생생하다, 삼엄하다, 열악하다, 조속하

다, 절박하다’ 등이 전체 10위의 형용사인데 이들 형용사 역시 전반적으로 탈북자

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유일하게 ‘안이하다’가 수위를 차지하

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한데 이것은 탈북자에 대한 술어가 아니라 탈북자 대처와 

관련된 술어로 보인다. 형용사는 탈북자가 처한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품사라 할 수 있다. 공기어의 수효가 2002, 2004, 2012년에 증가하는 것은 다른 

품사와 동일한 변화이다. <표 14>에서는 연도별로 최대 25위까지의 형용사 공기어

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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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J/합당하 J/처참하 J/힘들 J/풍족하 J/무섭 J/조용하 J/안이하

2 J/조속하 J/심각하 J/젊 J/많 J/진지하 J/아니 J/괜찮

3 J/귀찮 J/불과하 J/이렇 J/고단하 J/수많 J/어렵 J/어렵

4 J/끔찍하 J/조용하 J/어리 J/부끄럽 J/힘겹 J/심각하 J/민감하

5 J/당당하 J/생생하 J/어렵 J/두렵 J/많 J/옳 J/허술하

6 J/강하 J/적절하 J/심각하 J/안타깝 J/어렵 J/끔찍하 J/평범하

<표 14> ‘탈북자’ 공기어 형용사 연도별 상위 25위 

t점수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 J/조용하 J/수많 J/어렵 J/민감하 J/조용하 J/어렵 J/어렵

2 J/강력하 J/아니 J/조용하 J/상관없 J/어렵 J/심각하 J/심각하

3 J/조속하 J/조용하 J/없 J/심각하 J/강하 J/절박하 J/수많

4 J/심각하 J/따뜻하 J/삼엄하 J/미묘하 J/절박하 J/예민하 J/비슷하

5 J/생생하 J/급급하 J/아니 J/어렵 J/없 J/나쁘 J/분명하

6 J/명백하 J/심하 J/치 하 J/열악하 J/심각하 J/무관하 J/밝

7 J/허술하 J/안타깝 J/분명하 J/처참하 J/민감하 J/명백하 J/강력하

8 J/뒤늦 J/강하 J/심각하 J/생생하 J/아니 J/민감하 　
9 J/좋 J/적절하 J/복잡하 J/당당하 J/분명하 J/생생하 　
10 J/민감하 J/다르 J/이르 J/시급하 J/허술하 J/시급하 　
11 J/없 J/심각하 J/수많 J/이러하 J/뒤늦 J/드물 　
12 J/불과하 J/지나치 J/절박하 J/낯설 J/위태롭 J/분명하 　
13 J/복잡하 J/바람직하 J/뒤늦 J/옳 J/방불하 J/수많 　
14 J/어떻 J/이렇 J/정당하 J/간단하 J/빈번하 J/아니 　
15 J/다르 J/힘들 J/조속하 J/쉽 J/삼엄하 J/강력하 　
16 J/이러하 J/어떻 J/열악하 J/분명하 J/마땅하 J/낫 　
17 J/아니 J/젊 J/시급하 J/수많 J/열악하 J/엄청나 　
18 J/비슷하 J/새롭 J/긴 하 J/불가피하 J/다름없 J/적 　
19 J/멀 J/가깝 J/원만하 J/이르 J/시급하 J/깊 　
20 J/가깝 J/그렇 J/확고하 J/심하 J/안타깝 J/없 　
21 J/적 J/없 J/난처하 J/많 J/엄격하 　 　
22 J/이렇 J/많 J/용이하 J/적 J/배고프 　 　
23 J/심하 J/쉽 J/간단하 J/새롭 J/적 　 　
24 J/깊 J/불과하 J/초췌하 J/이렇 J/은 하 　 　
25 J/쉽 J/적 J/생생하 J/힘들 J/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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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 J/뒤늦 J/활발하 J/쉽 J/생생하 J/조용하 J/혹독하 J/수많

8 J/어렵 J/아프 J/수많 J/가깝 J/억울하 J/원만하 J/생생하

9 J/민감하 J/깊 J/불과하 J/적 J/심각하 J/처참하 J/공공연하

10 J/강력하 J/어떻 J/많 J/수많 J/생생하 J/조속하 J/무자비하

11 J/많 J/어렵 J/뒤늦 J/심각하 J/분명하 J/안타깝 J/심각하

12 J/심각하 J/없 J/낯설 J/낫 J/밝 J/민감하 J/집요하

13 J/젊 　 J/강력하 J/뜨겁 J/나쁘 J/위태롭 J/무겁

14 J/없 　 　 J/나쁘 J/충분하 J/배부르 J/황당하

15 J/불과하 　 　 J/아프 J/가깝 J/엄하 J/지나치

16 J/어떻 　 　 J/힘들 J/같 J/확실하 J/낫

17 　 　 　 J/어렵 　 J/삼엄하 J/진지하

18 　 　 　 J/같 　 J/긴 하 J/어둡

19 　 　 　 J/어리 　 J/수많 J/충분하

20 　 　 　 J/그렇 　 J/정당하 J/명확하

21 　 　 　 　 　 J/시들하 J/아니

22 　 　 　 　 　 J/무겁 J/아프

23 　 　 　 　 　 J/잠잠하 J/강력하

24 　 　 　 　 　 J/격하 J/많

25 　 　 　 　 　 J/따뜻하 J/불가피하

 

2. ‘새터민’ 공기어

1) ‘새터민’ 전체 공기어의 대강

<그림 8>에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 간 보도에 사용된 ‘새터민’ 공기어의 

대강을 볼 수 있다. ‘새터민’과 공기하는 단어 중 가장 공기 정도가 높은 것이 

<그림 8>의 23개 단어이다. t점수 순위로 다시 제시해 보면 순서는 ‘북한, 지원, 

탈북자, 정착, 가정, 청소년, 교육, 사회, 탈북, 다문화, 주민, 남한, 생활, 자녀, 적응, 

여성, 학교, 이탈, 장애인, 학생, 용어, 전형, 계층’ 등과 같다. 2004년부터 용례가 

발견되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용어의 공기어는 ‘탈북자’의 

공기어와는 확연히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가 주로 탈북 과정과 

관련된 공기어가 다수인 반면 ‘새터민’은 남한 내 정착과 생활과 관련된 공기어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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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N/탈북자 N/탈북자 P/북한 N/청소년 N/정착 P/북한 N/가정 N/다문화 N/가정

2 P/북한 P/북한 P/남한 N/정착 N/지원 N/가정 N/다문화 N/가정 N/다문화

3 N/정착 N/지원 N/정착 N/가정 N/자녀 N/청소년 N/전형 N/정착 N/청소년

4 N/주민 N/정착 N/탈북자 N/학교 N/가정 N/다문화 N/계층 N/지원 N/지원

5 N/용어 N/여성 N/청소년 N/교육 N/탈북자 N/지원 N/지원 N/청소년 N/계층

6 N/이탈 N/청소년 N/지원 N/적응 N/적응 N/출신 P/북한 P/북한 N/교육

7 N/교육 N/학교 N/사회 N/사회 P/수원시 N/사회 N/대상 N/탈북자 N/사회

8 N/지원 N/탈북 N/이혼 N/여성 N/공무원 N/탈북 N/주민 N/학생 N/탈북

<그림 8> ‘새터민’ 공기어 t스코어 상위어

<표 15>는 ‘새터민’ 공기어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 준다. 지면 관계상 연도별 

공기어 상위 50위를 보이면 <표 15>와 같다. t점수 상위 공기어를 통해 ‘새터민’ 

공기어가 탈북과 정착 과정에서 한국 생활로 옮겨 가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의 공기어가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흐름

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 ‘새터민’ 공기어 연도별 상위 5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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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 N/통일부 N/교육 N/주민 P/북한 N/다문화 N/여성 N/기초 N/교육 N/탈북자

10 N/탈북 N/남성 N/적응 N/탈북자 N/사회 N/자녀 N/봉사 N/일자리 N/학교

11 N/활동 N/장애인 N/교육 N/지원 N/기초 N/교육 N/생활 N/생활 P/ 어

12 N/취업 N/국내 N/용어 N/인권 N/사회적 N/정착 N/자녀 N/탈북 N/생활

13 N/말 N/노인 N/배우자 N/생활 N/생활 N/전형 N/여성 N/주민 N/소외

14 N/사회 N/결혼 N/탈북 N/다문화 N/탈북 P/남한 N/사회적 N/사회 N/취약

15 N/정부 N/체격 N/통일부 N/학생 P/북한 N/계층 P/남동구 N/자녀 N/대상

16 P/남한 N/무료 N/소송 N/탈북 N/상담 N/인권 N/학생 N/사회적 N/여성

17 N/적응 N/인권 N/이탈 N/교사 N/노동자 N/탈북자 N/장애인 N/저소득층 N/장애인

18 P/부산 N/센터 N/생활 N/자녀 N/주민 N/외국인 P/부산 N/이탈 N/입원비

19 N/센터 N/문화 N/통일 N/직업 N/이주 N/주민 N/재단 N/가명 N/경감

20 N/사용 N/노동자 N/남쪽 N/기초 N/외국인 N/적응 N/수급자 N/채용 N/통일

21 N/단체 N/가운데 N/대학생 P/한국 N/업무 N/학교 N/정착 P/남한 P/북한

22 N/문화 N/자녀 N/인권 P/남한 N/채용 N/일자리 N/탈북자 N/멘토 N/기업

23 N/가운데 N/행사 N/학교 N/노동자 N/장학금 N/단체 N/출신 N/제공 N/적응

24 N/정보화 N/주민 N/취업 N/이주 N/이탈 N/이탈 N/혜택 N/대상자 N/사업

25 N/장애인 N/적응 N/단체 N/수급 N/소년 N/여 N/차상위 N/전형 N/진행

26 N/오후 N/응답 N/입국 N/남쪽 N/봉사 N/대상 N/선발 N/선발 N/주민

27 N/서포터스 N/초청 N/전화 N/가족 N/전형 N/사회적 N/탈북 N/자립 N/학생

28 N/유공자 N/어린이 N/정착촌 N/취업 N/소녀 N/행사 N/문화 N/농어촌 N/일자리

29 N/사람 N/입국 N/가정 P/경기도 N/청소년 N/이주 N/이탈 N/용어 N/복지

30 N/시민 N/이주 N/이주 N/진로 N/계층 N/대학생 N/취업 P/대구 N/조사

31 N/건강 N/공연 N/자녀 N/지역 N/취업 N/노동자 N/저소득층 N/특수 N/시설

32 N/간첩 N/사례 N/건립 N/희망 P/남한 N/응원 N/교육 N/계층 N/정착

33 N/통일 N/직업 N/법률 N/전달 N/선발 P/사할린 N/소외 N/전문계 N/기초

34 N/계획 N/대안 N/휴대 N/가운데 N/가장 P/인천 N/인권 N/학교 N/가족

35 N/공연 N/북한학 N/번호 N/가구 N/교육 N/동포 N/정원 N/고교 N/사회적

36 N/기관 N/자립 N/가구 N/주민 N/직업 N/학생 N/근로자 N/모집 N/제공

37 N/생활 N/이탈 N/시행 N/아이 N/수급자 N/저소득층 N/경감 N/가족 N/봉사

38 N/초청 N/마련 N/노동자 N/사회적 N/저소득층 N/위장 N/외국인 N/이웃 N/수급자

39 P/광주 N/진료 N/장애인 N/통일부 N/출신 N/초청 N/취득세 N/한마음 N/의료비

40 N/십자가 N/대상 N/마련 N/아동 P/경기도 N/취약 N/가족 N/통일 N/이주

41 N/보도 P/남한 N/여성 N/행사 N/자치 N/일 P/인천 N/유공자 N/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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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2 N/한마당 N/과정 N/판결 N/장애 N/특별 N/센터 N/제공 N/수급자 N/후원

43 P/전남 N/사회
P/서울가
정법원

N/결혼 N/여성 N/통일 N/청소년 N/아동 N/금융

44 N/체류 N/박사 N/보호 N/강좌 N/학교 N/특별 N/취약 N/활동 N/아동

45 N/입국 N/운 N/가명 N/운 N/기관 N/입국 N/학교 N/합동 N/가장

46 N/희망 N/관심 N/청구 N/무료 N/센터 N/직원 N/다양 N/프로그램 N/자립

47 N/당국자 N/평화 N/문화 N/국민 N/대상자 P/김 N/다자녀 P/포스코 P/한국

48 N/대체 N/생활 P/이 N/모습 N/대상 N/살해 N/예술단 N/설립 N/이탈

49 N/마련 N/우수 N/출신 N/입주 N/지역 N/대부분 N/활동 P/연세 N/지원금

50 N/언론 N/가수 N/봉사 N/외국인 N/통일부 N/가명 N/사회 N/출신자 N/실장

2) 품사별 ‘새터민’ 공기어

다음으로 ‘새터민’ 공기어 전체의 품사별 대강은 <표 16>과 같다. 공기하는 단어

는 모두 1,033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보이는 공기어의 범위는 한 문장 

내에 쓰인 다섯 가지 품사이다. ‘탈북자’ 공기어와 마찬가지로 t점수 순위 상위 

100위를 제시하는데 동사, 부사, 형용사는 100 단어 이하이므로 전체의 목록이 

수록되었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터민’과 공기하는 단어 수효는 일반명

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새터민’ 공기어 품사별 대강

품사별 전체 공기어 수
t점수 

최상위어 최하위어

일반명사 784 17.21 0.002

고유명사 101 18.49 0.157

동사 92 11.13 0.007

부사 30 6.973 0.022

형용사 26 4.06 0.645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터민’ 공기어가 ‘탈북자’ 공기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t점수 최상위의 단어들이다. ‘탈북자’의 경우 일반명사의 경우 공기

어 1위가 ‘인권’임에 비해 ‘새터민’은 ‘탈북자’이며, 고유명사의 경우 ‘탈북자’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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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1 N/탈북자 P/북한 V/위하 A/함께 J/많

2 N/지원 P/남한 V/돕 A/및 J/새롭

3 N/정착 P/한국 V/살 A/현재 J/절실하

4 N/가정 P/부산 V/나누 A/매달 J/시급하

5 N/청소년 P/경기도 V/열 A/우선 J/따뜻하

6 N/다문화 P/수원시 V/오 A/계속 J/작

7 N/교육 P/인천 V/겪 A/열심히 J/익숙하

8 N/사회 P/ 어 V/받 A/잘 J/기쁘

9 N/탈북 P/남동구 V/가르치 A/새로 J/든든하

10 N/주민 P/김 V/다니 A/제대로 J/어렵

11 N/적응 P/안성 V/도와주 A/꾸준히 J/아프

12 N/자녀 P/사할린 V/만나 A/매주 J/낯설

13 N/생활 P/경기 V/만들 A/단순히 J/강하

14 N/여성 P/한겨레 V/찾아가 A/많이 J/낮

15 N/학교 P/서울가정법원 V/관하 A/매년 J/무겁

16 N/이탈 P/평양 V/담그 A/보다 J/소중하

17 N/계층 P/대구 V/들어오 A/모두 J/싫

18 N/전형 P/광주 V/펼치 A/매일 J/밝

19 N/학생 P/YWCA V/주 A/곧 J/불과하

20 N/인권 P/조선족 V/모이 A/또한 J/안타깝

21 N/사회적 P/중구 V/듣 A/실제로 J/깊

22 N/장애인 P/황장엽 V/배우 A/역시 J/힘들

23 N/이주 P/이 V/맺 A/각각 J/다르

24 N/용어 P/송도 V/떠나오 A/못 J/어리

25 N/통일부 P/연세 V/살아가 A/너무 J/쉽

26 N/취업 P/대한민국 V/넘어서 A/충분히 J/짧

어는 ‘중국’이 1위 으나 ‘새터민’은 ‘북한’이 1위임을 알 수 있다. 동사 역시 차이

를 보이는데 ‘탈북자’와 공기하는 동사 1위는 ‘대하다’인 반면 ‘새터민’은 ‘위하다’

로 나타났다. ‘돕다’는 공히 2위어로 이는 지칭 여하에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지원 대상임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사 공기어는 ‘함

께’, 형용사 공기어는 ‘많다’가 1위로 나타났다.  

<표 17> ‘새터민’ 공기어 품사별 상위 1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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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27 N/기초 P/윤 관 V/시달리 A/서로 　
28 N/대상 P/최 V/대하 A/빨리 　
29 N/노동자 P/백범 V/하 A/그대로 　
30 N/출신 P/포스코 V/부르 A/특히 　
31 N/센터 P/한민족 V/넘어오 　 　
32 N/외국인 P/효창동 V/힘쓰 　 　
33 N/일자리 P/에코 V/돌보 　 　
34 N/통일 P/서강대 V/업 　 　
35 N/봉사 P/백두 V/가지 　 　
36 N/문화 P/황 V/어우러지 　 　
37 N/저소득층 P/강서구 V/통하 　 　
38 N/수급자 P/충주 V/꾸리 　 　
39 N/단체 P/바우처 V/따돌리 　 　
40 N/가족 P/금정구 V/비롯하 　 　
41 N/소외 P/안성시 V/뽑 　 　
42 N/입국 P/파주시 V/갖 　 　
43 N/선발 P/이북 V/사귀 　 　
44 N/활동

P/마이크로소
프트

V/털어놓 　 　
45 N/대학생 P/충북 V/바꾸 　 　
46 N/채용 P/적십자 V/맡 　 　
47 N/상담 P/숭실대 V/나서 　 　
48 N/자립 P/남북한 V/숨기 　 　
49 N/가명 P/서대문경찰서 V/보태 　 　
50 N/대상자 P/태평양전쟁 V/두 　 　
51 N/이혼 P/김모 V/떠나 　 　
52 N/직업 P/광주시 V/거치 　 　
53 N/남쪽 P/목원대 V/꼽 　 　
54 N/소년 P/함경북도 V/늘어나 　 　
55 N/거주 P/철원군 V/맡기 　 　
56 N/마련 P/사하구 V/어울리 　 　
57 N/행사 P/몽골 V/벌이 　 　
58 N/소녀 P/한성 V/채우 　 　
59 N/지역 P/양천 V/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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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60 N/운 P/인천시 V/더불 　 　
61 N/가장 P/안 V/쌓 　 　
62 N/특별 P/연수구 V/찾 　 　
63 N/여 P/대전시 V/당하 　 　
64 N/취약 P/제천 V/나아가 　 　
65 N/결혼 P/양천구 V/웃 　 　
66 N/제공 P/이화여대 V/밝히 　 　
67 N/노인 P/노원구 V/늘리 　 　
68 N/유공자 P/천안 V/느끼 　 　
69 N/탈출 P/포천 V/마치 　 　
70 N/초청 P/전남 V/바라보 　 　
71 N/희망 P/대전 V/쓰 　 　
72 N/프로그램 P/백두산 V/찾아오 　 　
73 N/사업 P/연세대 V/다루 　 　
74 N/가운데 P/동아시아 V/나타내 　 　
75 N/동포 P/한반도 V/지내 　 　
76 N/배우자 P/캄보디아 V/얻 　 　
77 N/재단 P/서울 V/쓰이 　 　
78 N/대안 P/의정부 V/이루어지 　 　
79 N/근로자 P/안산 V/나타나 　 　
80 N/법률 P/아산 V/살리 　 　
81 N/가구 P/오 V/넘 　 　
82 N/장학금 P/베트남 V/지니 　 　
83 N/무료 P/고양시 V/드러내 　 　
84 N/아동 P/한국어 V/생기 　 　
85 N/국내 P/대구시 V/그치 　 　
86 N/전달 P/중앙일보 V/보내 　 　
87 N/고용 P/창원 V/알리 　 　
88 N/아이 P/필리핀 V/모으 　 　
89 N/복지 P/임 V/받아들이 　 　
90 N/공무원 P/동아일보 V/걸치 　 　
91 N/설립 P/부천 V/바라 　 　
92 N/재외 P/경북 V/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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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93 N/어려움 P/캐나다 　 　 　
94 N/예술단 P/독도 　 　 　
95 N/이웃 P/홍 　 　 　
96 N/과정 P/코리아 　 　 　
97 N/안정적 P/경남 　 　 　
98 N/다양 P/강원도 　 　 　
99 N/농어촌 P/유엔 　 　 　
100 N/꿈 P/조 　 　 　

3) 연도별 ‘새터민’ 공기어 

다음으로 ‘새터민’공기어의 연도별 추이를 보이고자 한다. 연도별 공기어 수 

증감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의 양을 알 수 있는데 2007년, 2010년의 일반 

명사 공기어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터민’이라는 용어의 사용 

초기 공기어와 최근의 공기어가 변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즉 초기 ‘새터민’의 

공기어는 주로 탈북과 정착의 과정과 관련된 단어가 많은데 최근의 공기어는 남한 

정착 이후의 생활 관련 명사가 두드러진다. 특히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이 최상위 

층의 공기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관련 학계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

에서는 품사별로 ‘새터민’의 공기어를 살펴보겠다. 

(1) ‘새터민’과 공기하는 일반명사

‘새터민’과 공기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일반명사는 ‘탈북자’, 2위는 ‘지원’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탈북자’의 경우 일반명사 공기어 1위가 ‘인권’이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이다. ‘탈북자’와 공기하는 일반명사의 최상위어가 ‘인권, 

문제, 정부, 난민, 진입, 북송, 강제, 탈북, 송환, 단체’ 등임에 비해 ‘새터민’은 ‘탈북

자, 지원, 정착, 가정, 청소년, 다문화, 교육, 사회, 탈북, 주민’ 등으로 뚜렷이 구별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탈북자’의 경우, 주로 탈북 과정과 그로 인한 문제들

을 다룬 기사가 많은 데 비해 ‘새터민’의 경우, 정착 과정과 그 이후 생활을 주로 

다루는 기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t점수 100위까지의 ‘새터민’ 공기어 일반명

사를 보이면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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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새터민’ 공기어 일반명사 상위 100위 

t점수
순위

일반명사
t점수
순위

일반명사
t점수
순위

일반명사
t점수
순위

일반명사

1 N/탈북자 26 N/취업 51 N/이혼 76 N/배우자

2 N/지원 27 N/기초 52 N/직업 77 N/재단

3 N/정착 28 N/대상 53 N/남쪽 78 N/대안

4 N/가정 29 N/노동자 54 N/소년 79 N/근로자

5 N/청소년 30 N/출신 55 N/거주 80 N/법률

6 N/다문화 31 N/센터 56 N/마련 81 N/가구

7 N/교육 32 N/외국인 57 N/행사 82 N/장학금

8 N/사회 33 N/일자리 58 N/소녀 83 N/무료

9 N/탈북 34 N/통일 59 N/지역 84 N/아동

10 N/주민 35 N/봉사 60 N/운 85 N/국내

11 N/적응 36 N/문화 61 N/가장 86 N/전달

12 N/자녀 37 N/저소득층 62 N/특별 87 N/고용

13 N/생활 38 N/수급자 63 N/여 88 N/아이

14 N/여성 39 N/단체 64 N/취약 89 N/복지

15 N/학교 40 N/가족 65 N/결혼 90 N/공무원

16 N/이탈 41 N/소외 66 N/제공 91 N/설립

17 N/계층 42 N/입국 67 N/노인 92 N/재외

18 N/전형 43 N/선발 68 N/유공자 93 N/어려움

19 N/학생 44 N/활동 69 N/탈출 94 N/예술단

20 N/인권 45 N/대학생 70 N/초청 95 N/이웃

21 N/사회적 46 N/채용 71 N/희망 96 N/과정

22 N/장애인 47 N/상담 72 N/프로그램 97 N/안정적

23 N/이주 48 N/자립 73 N/사업 98 N/다양

24 N/용어 49 N/가명 74 N/가운데 99 N/농어촌

25 N/통일부 50 N/대상자 75 N/동포 100 N/꿈

<표 19>는 ‘새터민’ 공기어 일반명사의 연도별 추이를 보인다. 초기에는 탈북과 

정착 관련한 공기어가 최상위권에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 다문화, 청소

년, 교육’ 등이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점차 다문

화 사회 이주민의 성격을 띠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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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N/탈북자 N/탈북자 N/정착 N/청소년 N/정착 N/가정 N/가정 N/다문화 N/가정

2 N/정착 N/지원 N/탈북자 N/정착 N/지원 N/청소년 N/다문화 N/가정 N/지원

3 N/주민 N/정착 N/청소년 N/학교 N/자녀 N/다문화 N/전형 N/정착 N/다문화

4 N/용어 N/여성 N/지원 N/가정 N/가정 N/지원 N/계층 N/지원 N/청소년

5 N/이탈 N/학교 N/사회 N/교육 N/탈북자 N/출신 N/지원 N/청소년 N/계층

6 N/교육 N/청소년 N/주민 N/사회 N/적응 N/사회 N/대상 N/탈북자 N/교육

7 N/지원 N/탈북 N/이혼 N/적응 N/공무원 N/탈북 N/주민 N/학생 N/사회

8 N/통일부 N/교육 N/적응 N/여성 N/다문화 N/여성 N/기초 N/교육 N/학교

9 N/탈북 N/남성 N/교육 N/탈북자 N/사회 N/자녀 N/생활 N/일자리 N/탈북

10 N/활동 N/국내 N/용어 N/지원 N/기초 N/교육 N/봉사 N/생활 N/탈북자

11 N/취업 N/장애인 N/배우자 N/인권 N/사회적 N/정착 N/자녀 N/탈북 N/생활

12 N/말 N/노인 N/탈북 N/생활 N/생활 N/전형 N/여성 N/주민 N/소외

13 N/사회 N/결혼 N/통일부 N/다문화 N/탈북 N/계층 N/사회적 N/사회 N/취약

14 N/정부 N/체격 N/소송 N/학생 N/상담 N/인권 N/학생 N/자녀 N/대상

15 N/적응 N/무료 N/이탈 N/탈북 N/주민 N/탈북자 N/장애인 N/사회적 N/여성

16 N/센터 N/인권 N/생활 N/교사 N/노동자 N/외국인 N/재단 N/저소득층 N/장애인

17 N/사용 N/센터 N/통일 N/자녀 N/이주 N/주민 N/수급자 N/제공 N/입원비

18 N/단체 N/문화 N/남쪽 N/직업 N/외국인 N/적응 N/정착 N/이탈 N/경감

19 N/문화 N/노동자 N/대학생 N/기초 N/업무 N/학교 N/탈북자 N/채용 N/통일

20 N/가운데 N/가운데 N/인권 N/노동자 N/채용 N/단체 N/출신 N/가명 N/기업

21 N/정보화 N/자녀 N/학교 N/이주 N/장학금 N/일자리 N/혜택 N/멘토 N/사업

22 N/장애인 N/행사 N/취업 N/수급 N/이탈 N/이탈 N/문화 N/대상자 N/진행

23 N/오후 N/주민 N/단체 N/남쪽 N/소년 N/여 N/선발 N/전형 N/학생

24 N/서포터스 N/적응 N/입국 N/가족 N/봉사 N/대상 N/차상위 N/선발 N/주민

25 N/사람 N/응답 N/전화 N/취업 N/전형 N/사회적 N/탈북 N/자립 N/적응

26 N/유공자 N/어린이 N/정착촌 N/지역 N/소녀 N/행사 N/취업 N/농어촌 N/조사

27 N/시민 N/초청 N/가정 N/진로 N/청소년 N/이주 N/이탈 N/용어 N/복지

28 N/건강 N/입국 N/이주 N/희망 N/계층 N/대학생 N/교육 N/특수 N/일자리

29 N/간첩 N/이주 N/자녀 N/전달 N/취업 N/노동자 N/저소득층 N/계층 N/시설

30 N/계획 N/공연 N/건립 N/가운데 N/선발 N/응원 N/소외 N/학교 N/정착

31 N/통일 N/사례 N/법률 N/가구 N/가장 N/학생 N/인권 N/전문계 N/기초

32 N/공연 N/직업 N/휴대 N/주민 N/교육 N/동포 N/정원 N/가족 N/가족

33 N/기관 N/대안 N/번호 N/아이 N/직업 N/저소득층 N/근로자 N/고교 N/제공

<표 19> ‘새터민’ 공기어 일반명사 연도별 상위 1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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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4 N/생활 N/북한학 N/가구 N/사회적 N/수급자 N/초청 N/외국인 N/모집 N/사회적

35 N/초청 N/자립 N/시행 N/통일부 N/저소득층 N/위장 N/가족 N/이웃 N/봉사

36 N/십자가 N/이탈 N/노동자 N/행사 N/출신 N/일 N/경감 N/통일 N/수급자

37 N/보도 N/마련 N/장애인 N/아동 N/자치 N/취약 N/취득세 N/활동 N/의료비

38 N/한마당 N/사회 N/마련 N/장애 N/특별 N/센터 N/제공 N/한마음 N/이주

39 N/체류 N/대상 N/여성 N/결혼 N/여성 N/특별 N/청소년 N/유공자 N/고용

40 N/입국 N/과정 N/판결 N/운 N/학교 N/통일 N/취약 N/아동 N/후원

41 N/희망 N/진료 N/보호 N/강좌 N/기관 N/직원 N/학교 N/수급자 N/금융

42 N/당국자 N/운 N/가명 N/무료 N/센터 N/입국 N/사회 N/합동 N/아동

43 N/대체 N/박사 N/문화 N/국민 N/지역 N/살해 N/다양 N/프로그램 N/가장

44 N/마련 N/관심 N/청구 N/모습 N/대상 N/대부분 N/활동 N/설립 N/자립

45 N/대상 N/평화 N/출신 N/입주 N/대상자 N/가명 N/다자녀 N/기업 N/이탈

46 N/언론 N/올해 N/봉사 N/외국인 N/운 N/장애인 N/예술단 N/출신자 N/지원금

47 N/취소 N/생활 N/경험 N/연구원 N/결혼 N/꿈 N/채용 N/대학생 N/실장

48 N/법률 N/우수 N/미래 N/일자리 N/통일부 N/대안 N/재외 N/트랙 N/희망

49 N/지회 N/가수 N/오후 N/진료 N/자원 N/재단 N/농어촌 N/기초 N/소년

50 N/터전 N/학생 N/사업 N/실태 N/관련 N/취업 N/아이 N/정시 N/소녀

51 N/처음 N/외국인 N/진행 N/한글 N/기업 N/대학 N/장학 N/지역 N/자녀

52 N/대신 N/호프 N/정부 N/대상자 N/발급 N/마련 N/탈출 N/탈출 N/대안

53 N/특강 N/종단 N/관 N/교실 N/배려 N/자립 N/이주 N/소외 N/꿈

54 N/탐사 N/견학 N/원장 N/공장 N/담당 N/소외 N/갈등 N/장애인 N/선발

55 N/국경 N/정보화 N/국제결혼 N/통일 N/고충 N/선발 N/대상자 N/폭력 N/배경

56 N/문건 N/유공자 N/평화 N/설립 N/유공자 N/거주 N/부모 N/창출 N/계획

57 N/지위 N/회원 N/극단 N/수급자 N/과장 N/전달 N/군 N/여 N/학습

58 N/여론 N/인권위 N/센터 N/가장 N/수도권 N/의사 N/센터 N/실시 N/올해

59 N/축제 N/탈출 N/학력 N/박스 N/결혼식 N/근로자 N/장학금 N/차례 N/입국

60 N/이유 N/거주 N/포럼 N/한편 N/국외 N/프로그램 N/확대 N/복지 N/나이

61 N/체험 N/남쪽 N/과정 N/마련 N/근무 N/결혼식 N/공부 N/인권 N/노인

62 N/훈련 N/조사 N/시대 N/동포 N/단체 N/청년 N/실시 N/외국인 N/동부

63 N/거주 N/여 N/연구 N/의사 N/민원 N/구속 N/특별 N/사업 N/교실

64 N/경험 N/법률 N/상대 N/시설 N/소외 N/학습 N/열매 N/대학 N/활동

65 N/남쪽 N/다양 N/소녀 N/조사 N/거주 N/학업 N/자립 N/마음 N/직원

66 N/경찰청 N/취업 N/지역 N/장애인 N/가족 N/아이 N/일반 N/국내 N/보호

67 N/운 N/의료 N/발급 N/도움 N/공연 N/말 N/동포 N/특별 N/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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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8 N/지난해 N/사업 N/연구원 N/개선 N/동원 N/나군 N/특성화 N/진행 N/과정

69 N/상 N/절반 N/법원 N/프로그램 N/제조 N/축구단 N/고용 N/군 N/무역

70 N/표현 N/확대 N/추진 N/대상 N/계획 N/재외 N/모집 N/평가 N/특수

71 N/가구 N/상 N/대상 N/임대 N/예술단 N/이날 N/국내 N/문화 N/경제적

72 N/사과 N/국가 N/여 N/센터 N/전국 N/봉사 N/특수 N/센터 N/기회

73 N/상담 N/현장 N/근로자 N/캠프 N/차상위 N/학력 N/국민 N/시설 N/기부

74 N/인권 N/상대 N/비자 N/사업 N/어려움 N/조례 N/노동자 N/대상 N/입학

75 N/국내 N/위 N/가족 N/과제 N/아이 N/복지관 N/삶 N/친구 N/추진

76 N/공식 N/제공 N/협력 N/정책 N/가명 N/협의회 N/무료 N/운 N/재단

77 N/자원 N/위원장 N/성공적 N/집 N/이민자 N/성취 N/회원 N/말 N/결혼

78 N/가정 N/아이 N/동포 N/혜택 N/드림 N/관람 N/노인 N/과학 N/전형

79 N/과정 N/가족 N/전형 N/등록 N/봉사단 N/전국 N/프로그램 N/시 N/부모

80 N/정신 N/기관 N/거주 N/안정 N/희생자 N/비서 N/도 N/출신 N/지난해

81 N/회원 N/관계자 N/대상자 N/이날 N/노인 N/지난해 N/참가 N/예정 N/지역

82 N/출신 N/위원회 N/조항 N/의료 N/맞춤형 N/제공 N/운 N/회사 N/행복

83 N/공개 N/결과 N/젊은이 N/훈련 N/유학생 N/채용 N/어린이 N/행사 N/공간

84 N/관광 N/이유 N/소년 N/올해 N/장애인 N/도 N/예술 N/전국 N/국정원

85 N/관계자 N/사실 N/서류 N/성공 N/학생 N/안정적 N/공연 N/포함 N/프로그램

86 N/삶 N/지역 N/정착금 N/능력 N/이웃 N/새날 N/기업 N/문제 N/마을

87 N/일 N/지난해 N/기초 N/일정 N/강제 N/교수 N/기획 N/계획 N/행사

88 N/자신 N/연구 N/주제 N/군 N/학력 N/지역 N/설립 N/필요 N/소비자

89 N/정보 N/시작 N/활동 N/출신 N/고용 N/노인 N/희망 N/가운데 N/확인

90 N/지역 N/이날 N/대회의실 N/친구 N/대안 N/택배 N/기회 N/참여 N/결정

91 N/추진 N/경우 N/소수자 N/과정 N/처음 N/수용소 N/가운데 N/처음 N/친구

92 N/관련 N/말 N/거주지 N/말 N/희망 N/팩 N/기관 N/과정 N/사랑

93 N/여성 N/이상 N/거부 N/일 N/체결 N/실상 N/오후 N/국민 N/반대

94 N/관계 N/정부 N/색채 N/시작 N/근로자 N/수업 N/성공 N/정부 N/참여

95 N/행사 N/사람 N/사회적 N/과학 N/관심 N/면접 N/주택 N/금융 N/마련

96 N/올해 　 N/토론회 N/자료 N/추천 N/고용 N/일 N/올해 N/대표

97 N/상황 　 N/거부감 N/특별 N/원장 N/지시 N/마련 N/국가 N/문화

98 N/경제 　 N/자립 N/계획 N/일 N/탈출 N/단체 N/이날 N/사람

99 N/뒤 　 N/특별 N/포함 N/인권 N/고기 N/이상 N/시작 N/포함

100 N/시간 　 N/특례 N/연구 N/사정 N/문화 N/사용 N/생각 N/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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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터민’과 공기하는 고유명사 

‘새터민’과 공기하는 고유명사는 ‘탈북자’ 공기어와 공히 ‘북한, 남한, 한국’ 등이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 공기어 고유명사로 ‘중국, 베이징, 미

국, 유엔, 태국, 라오스’의 단어가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데 반해 ‘새터민’과 

공기하는 고유명사는 ‘부산, 경기도, 수원시, 인천’ 등 한반도 내의 지명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새터민’은 ‘탈북자’와 달리 한국 내 정착과 그 이후 생활과 

관련된 기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터민’과 공기하는 고유명사 중 언론

사 명으로 ‘한겨레’가 14위인 데 반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각각 86, 90위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표 20> ‘새터민’ 공기어 고유명사 상위 100위  

t점수
순위

고유명사
t점수
순위

고유명사
t점수
순위

고유명사
t점수
순위

고유명사

1 P/북한 26 P/대한민국 51 P/김모 76 P/캄보디아

2 P/남한 27 P/윤 관 52 P/광주시 77 P/서울

3 P/한국 28 P/최 53 P/목원대 78 P/의정부

4 P/부산 29 P/백범 54 P/함경북도 79 P/안산

5 P/경기도 30 P/포스코 55 P/철원군 80 P/아산

6 P/수원시 31 P/한민족 56 P/사하구 81 P/오
7 P/인천 32 P/효창동 57 P/몽골 82 P/베트남

8 P/ 어 33 P/에코 58 P/한성 83 P/고양시

9 P/남동구 34 P/서강대 59 P/양천 84 P/한국어

10 P/김 35 P/백두 60 P/인천시 85 P/대구시

11 P/안성 36 P/황 61 P/안 86 P/중앙일보

12 P/사할린 37 P/강서구 62 P/연수구 87 P/창원

13 P/경기 38 P/충주 63 P/대전시 88 P/필리핀

14 P/한겨레 39 P/바우처 64 P/제천 89 P/임
15 P/서울가정법원 40 P/금정구 65 P/양천구 90 P/동아일보

16 P/평양 41 P/안성시 66 P/이화여대 91 P/부천

17 P/대구 42 P/파주시 67 P/노원구 92 P/경북

18 P/광주 43 P/이북 68 P/천안 93 P/캐나다

19 P/YWCA 44 P/마이크로소프트 69 P/포천 94 P/독도

20 P/조선족 45 P/충북 70 P/전남 95 P/홍
21 P/중구 46 P/적십자 71 P/대전 96 P/코리아

22 P/황장엽 47 P/숭실대 72 P/백두산 97 P/경남

23 P/이 48 P/남북한 73 P/연세대 98 P/강원도

24 P/송도 49 P/서대문경찰서 74 P/동아시아 99 P/유엔

25 P/연세 50 P/태평양전쟁 75 P/한반도 100 P/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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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21>에서 ‘새터민’과 공기하는 고유명사의 연도별 추이를 보인다. 2007년

과 2010년에 ‘새터민’과 관련 기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로는 

공기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 용어의 사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반대로 사용을 자제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감소

하고는 있으나 2013년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어’가 ‘새터민’의 

공기어 고유명사로 2009년부터 등장하고는 있으나 2013년에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은 특기할 만하다.

<표 21> ‘새터민’ 공기어 고유명사 연도별 

t점수
순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P/북한 P/북한 P/북한 P/북한 P/수원시 P/북한 P/북한 P/북한 P/ 어

2 P/남한 P/남한 P/남한 P/한국 P/북한 P/남한 P/남동구 P/남한 P/북한

3 P/부산 P/최
P/서울가
정법원

P/남한 P/남한 P/사할린 P/부산 P/대구 P/한국

4 P/광주 P/한국 P/이 P/경기도 P/경기도 P/인천 P/인천 P/포스코 P/한성

5 P/전남 P/김 P/한국 P/안성 P/한국 P/김 P/남한 P/연세 P/경기

6 P/숭의동 P/서울 P/안성 P/파주시 P/포천 P/황 P/YWCA P/인천 P/경기도

7 P/중앙일보 　 P/한반도 P/인천 P/대전 P/ 어 P/경기도 P/김 P/독도

8 P/한국 　 P/중국 P/대구 P/부산 P/남동구 P/한국 P/부산 P/박
9 P/중국 　 P/효창동 P/김 P/ 어 P/한국 P/김 P/중국 　
10 P/서울 　 P/백두 P/부산 P/서울 P/이 　 　 　
11 P/미국 　 P/철원군 P/서울 P/김 P/양천 　 　 　
12 　 　 P/백범 　 　 P/최 　 　 　
13 　 　 P/광주 　 　 P/인천시 　 　 　
14 　 　 P/한겨레 　 　 P/연세대 　 　 　
15 　 　 P/서울 　 　 P/부산 　 　 　
16 　 　 P/대구 　 　 P/경기 　 　 　
17 　 　 P/박 　 　 P/경기도 　 　 　
18 　 　 P/김 　 　 P/서울 　 　 　

 

(3) ‘새터민’과 공기하는 동사 

‘새터민’의 상위 공기어 동사는 ‘위하다, 돕다, 살다, 나누다, 열다, 오다, 겪다, 

받다, 가르치다, 다니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하다, 돕다, 전하다, 알리다, 

들어오다, 밝히다, 위하다, 보내다, 들어가다, 붙잡히다’ 등이 상위 10위인 ‘탈북자’ 

공기어 동사와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탈북자’ 공기어 동사로 ‘대하

다’가 1위인 반면 ‘새터민’ 공기어 동사는 ‘위하다’가 1위라는 사실은 ‘새터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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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의 제정을 비롯하여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적극

적으로 실행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탈북자’와 ‘새터민’ 공히 2위의 공기어 

동사는 ‘돕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탈북자’ 공기어 동사로 상위에 나타나

지 않는 ‘살다, 나누다’ 등이 ‘새터민’ 공기어로 최상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탈북자’ 

공기어 동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성으로 ‘새터민’의 공기 특성이 ‘탈북자’와 뚜렷

한 차이를 보이는 한 부분이라 하겠다. 

<표 22> ‘새터민’ 공기어 동사

t점수
순위

동사
t점수
순위

동사
t점수
순위

동사
t점수
순위

동사 

1 V/위하 26 V/넘어서 51 V/떠나 76 V/얻
2 V/돕 27 V/시달리 52 V/거치 77 V/쓰이

3 V/살 28 V/대하 53 V/꼽 78 V/이루어지

4 V/나누 29 V/하 54 V/늘어나 79 V/나타나

5 V/열 30 V/부르 55 V/맡기 80 V/살리

6 V/오 31 V/넘어오 56 V/어울리 81 V/넘
7 V/겪 32 V/힘쓰 57 V/벌이 82 V/지니

8 V/받 33 V/돌보 58 V/채우 83 V/드러내

9 V/가르치 34 V/업 59 V/전하 84 V/생기

10 V/다니 35 V/가지 60 V/더불 85 V/그치

11 V/도와주 36 V/어우러지 61 V/쌓 86 V/보내

12 V/만나 37 V/통하 62 V/찾 87 V/알리

13 V/만들 38 V/꾸리 63 V/당하 88 V/모으

14 V/찾아가 39 V/따돌리 64 V/나아가 89 V/받아들이

15 V/관하 40 V/비롯하 65 V/웃 90 V/걸치

16 V/담그 41 V/뽑 66 V/밝히 91 V/바라

17 V/들어오 42 V/갖 67 V/늘리 92 V/담기

18 V/펼치 43 V/사귀 68 V/느끼 　 　
19 V/주 44 V/털어놓 69 V/마치 　 　
20 V/모이 45 V/바꾸 70 V/바라보 　 　
21 V/듣 46 V/맡 71 V/쓰 　 　
22 V/배우 47 V/나서 72 V/찾아오 　 　
23 V/맺 48 V/숨기 73 V/다루 　 　
24 V/떠나오 49 V/보태 74 V/나타내 　 　
25 V/살아가 50 V/두 75 V/지내 　 　

<표 23>은 ‘새터민’ 공기어 동사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지면 관계상 상위 

25위의 동사를 보 다. 다른 품사와 마찬가지로 2007년과 2010년에 가장 많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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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유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기사의 양적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동사 ‘나누

다’의 순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도 특징적이다. 이것은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방적인 도움의 대상에서 상호적인 나눔의 대상

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23> ‘새터민’ 공기어 동사 연도별  

t점수 
순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V/돕 V/위하 V/돕 V/위하 V/돕 V/위하 V/나누 V/위하 V/위하

2 V/바꾸 V/돕 V/위하 V/돕 V/위하 V/살 V/살 V/돕 V/나누

3 V/오 V/열 V/살 V/관하 V/열 V/돕 V/위하 V/나누 V/배우

4 V/위하 V/당하 V/겪 V/겪 V/맡기 V/가르치 V/돕 V/부르 V/돕
5 V/살 V/숨기 V/대하 V/열 V/가르치 V/나누 V/대하 V/비롯하 V/주
6 V/만들 V/따돌리 V/관하 V/받 V/오 V/듣 V/오 V/늘리 V/오
7 V/밝히 V/나누 V/두 V/나타나 V/밝히 V/받 V/받 V/갖 V/알
8 V/만나 V/만나 V/업 V/주 V/들어오 V/만나 V/만나 V/통하 V/열
9 V/전하 V/늘어나 V/가지 V/살 V/받 V/다니 V/열 V/만나 V/느끼

10 V/알리 V/살 V/오 V/담 V/겪 V/모이 V/하 V/쓰 V/만들

11 V/갖 V/받 V/사귀 V/비롯하 V/이루어지 V/전하 V/가 V/열 V/나서

12 V/가르치 V/오 V/들어오 V/통하 V/하 V/뽑 　 V/만들 V/받
13 V/겪 V/지나 V/모르 V/나누 V/살 V/벌이 　 V/대하 V/통하

14 V/하 V/보 V/다니 V/오 V/맡 V/열 　 V/오 V/대하

15 V/대하 V/따르 V/내 V/갖 V/가지 V/만들 　 V/나서 V/밝히

16 V/통하 V/통하 V/보내 V/보 V/주 V/하 　 V/주 　
17 V/받 　 V/떠나 V/찾 V/나서 V/늘어나 　 V/되 　
18 V/나서 　 V/열 V/지나 V/맞 V/잡 　 V/받 　
19 V/쓰 　 V/만들 V/알리 V/쓰 V/배우 　 　 　
20 V/지나 　 V/쓰 V/되 V/만들 V/오 　 　 　
21 V/보 　 V/거치 V/따르 V/대하 V/넘 　 　 　
22 V/열리 　 V/받 V/만들 　 V/알리 　 　 　
23 V/있 　 V/벌이 　 　 V/나 　 　 　
24 V/나오 　 V/먹 　 　 V/맡 　 　 　
25 　 　 V/밝히 　 　 V/통하 　 　 　
(4) ‘새터민’과 공기하는 부사 

‘새터민’과 공기하는 부사의 목록은 다음 <표 24>와 같다.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함께, 및, 현재’ 등의 부사는 ‘탈북자’ 공기어 부사에서도 유사한 정도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새터민’과 공기하는 상위 부사인 ‘열심히, 잘, 새로’ 등은 ‘탈북

자’와 공기하는 부사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강력히, 대거, 즉각, 조용히’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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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품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새터민’

의 공기어가 ‘탈북자’ 공기어와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과 이

후 생활과 관련한 기사에서 주로 비롯한 때문으로 판단한다. 

<표 24> ‘새터민’ 공기어 부사

t점수
순위

부사
t점수
순위

부명사
t점수
순위

부사
t점수
순위

부사

1 A/함께 9 A/새로 17 A/모두 25 A/너무

2 A/및 10 A/제대로 18 A/매일 26 A/충분히

3 A/현재 11 A/꾸준히 19 A/곧 27 A/서로

4 A/매달 12 A/매주 20 A/또한 28 A/빨리

5 A/우선 13 A/단순히 21 A/실제로 29 A/그대로

6 A/계속 14 A/많이 22 A/역시 30 A/특히

7 A/열심히 15 A/매년 23 A/각각 　 　
8 A/잘 16 A/보다 24 A/못 　 　

<표 25>에서는 ‘새터민’과 공기하는 전체 부사의 연도별 추이를 보인다. 부정문

을 만드는 부사 ‘못’이나 ‘아직’, ‘너무’ 정도를 제외하면 뚜렷하게 부정적 의미운율

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부사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탈북자’ 공기어 

부사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표 25> ‘새터민’ 공기어 부사 연도별

t점수 
순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A/함께 A/함께 A/및 A/함께 A/또 A/함께 A/및 A/및 A/또

2 A/모두 A/특히 A/함께 A/우선 A/잘 A/및 A/함께 A/함께 A/및

3 A/및 A/현재 A/새로 A/제대로 A/우선 A/계속 A/현재 A/현재 A/함께

4 A/현재 　 A/현재 A/잘 A/현재 A/현재 A/많이 A/아직 　
5 　 　 A/더 A/및 A/특히 A/많이 A/모두 　 　
6 　 　 A/직접 A/특히 A/및 A/못 A/또 　 　
7 　 　 A/못 A/현재 A/함께 A/모두 　 　 　
8 　 　 A/너무 A/모두 A/가장 A/가장 　 　 　
9 　 　 A/잘 　 　 A/특히 　 　 　
10 　 　 A/많이 　 　 A/잘 　 　 　
11 　 　 A/모두 　 　 　 　 　 　
12 　 　 A/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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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터민’과 공기하는 형용사 

<표 26>은 ‘새터민’과 공기하는 형용사 목록으로 ‘어렵다, 아프다, 낯설다, 낮다, 

무겁다’와 같은 부정적 의미 운율을 갖는 형용사가 다수 공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절실하다, 시급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새터민’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관련

한 술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 26> ‘새터민’ 공기어 형용사

t점수
순위

형용사
t점수
순위

형용사
t점수
순위

형용사
t점수
순위

형용사

1 J/많 8 J/기쁘 15 J/무겁 22 J/힘들

2 J/새롭 9 J/든든하 16 J/소중하 23 J/다르

3 J/절실하 10 J/어렵 17 J/싫 24 J/어리

4 J/시급하 11 J/아프 18 J/밝 25 J/쉽
5 J/따뜻하 12 J/낯설 19 J/불과하 26 J/짧
6 J/작 13 J/강하 20 J/안타깝 　 　
7 J/익숙하 14 J/낮 21 J/깊 　 　

<표 27>는 형용사의 연도별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낮다, 없다, 아프다, 어렵다’ 

등의 부정적 술어가 목록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형용사의 경우 ‘새터민’이나 

‘새터민’ 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술어로 기능하는 품사인 까닭에 다른 품사에 

비해 부정적 의미운율이 드러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 공기 형용사

의 경우 ‘어렵다, 심각하다, 절박하다, 열악하다’ 등으로 더욱 다양한 형용사가 

공기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와 ‘새터민’의 주요 술어인 동사나 

형용사가 보이는 이러한 부정적 의미운율의 차이는 새로운 지칭어 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27> ‘새터민’ 공기어 형용사 연도별 

t점수 
순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 J/새롭 J/작 J/강하 J/낮 J/많 J/낮 J/새롭 J/많
2 J/없 J/많 J/어떻 J/아프 J/어렵 J/어렵 J/어렵 　
3 J/많 J/시급하 J/새롭 J/많 　 J/많 J/많 　
4 　 J/좋 J/다르 J/쉽 　 J/이렇 J/아니 　
5 　 　 J/쉽 J/크 　 　 　 　
6 　 　 J/어렵 　 　 　 　 　
7 　 　 J/많 　 　 　 　 　
8 　 　 J/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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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순자’ 공기어 

<그림 9>는 2000년 ~2013년까지의 ‘귀순자’ 공기어 상위어를 보여 준다. ‘북한, 

탈북, 귀순, 가족, 납치, 탈북자, 확인, 남한, 송환’ 등이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은 군인이 다수 던 까닭에 군과 관련된 단어들이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공기어를 검색한 결과 2000년, 2011년 

두 해에만 공기어가 검색되고 있다. 

<그림 9> ‘귀순자’ 공기어 t스코어 상위어

<표 28>은 ‘귀순자’ 공기어의 품사별 순위이다. 전체 공기어 중 일반명사를 제외

하고는 t점수 상위어가 모두 포함되었다. ‘귀순자’ 공기어는 연도별 분석이 불가능

해 생략하고 전체 품사별 공기어만 보이도록 한다. 일반명사는 지면 관계로 50위까

지만 수록하 다. 목록을 살펴보면 공기하는 일반명사는 군과 관련되는 명사가 

다수 발견됨을 알 수 있다. 동사 또한 ‘탈북자’나 ‘새터민’과는 공기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두드리다, 밝히다, 통하다, 넘어오다’ 등은 ‘귀순자’만의 공기 특성

을 잘 보여주는 공기어 동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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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귀순자’ 공기어 품사별

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t점수
순위

일반명사 동사

1 N/탈북 P/남한 V/두드리 A/현재 J/없 26 N/접촉 V/두

2 N/탈북자 P/조명철 V/밝히 A/우선 J/그렇 27 N/남북 V/오

3 N/귀순 P/월남 V/통하 A/계속 J/어렵 28 N/용사 V/비롯하

4 N/납치 P/적십자 V/넘어오 A/및 　 29 N/말 V/나오

5 N/가족 P/평양 V/전하 A/제대로 　 30 N/북측 V/바꾸

6 N/출신 P/중국 V/불리 A/직접 　 31 N/국방부 V/올리

7 N/사건 P/노동당 V/삼 A/또 　 32 N/대남 V/만나

8 N/확인 P/황장엽 V/데리 A/특히 　 33 N/귀환 V/거치

9 N/송환 P/김정일 V/보내 　 　 34 N/실무 V/지나

10 N/포로 P/판문점 V/알리 　 　 35 N/신문 V/들어가

11 N/증언 P/조선족 V/데려오 　 　 36 N/파악 V/늘어나

12 N/주민 P/탈레반 V/잘살 　 　 37 N/억류 V/들

13 N/군 P/김용 V/뚫리 　 　 38 N/첩보 V/살

14 N/국군 P/김철수 V/따르 　 　 39 N/협회 V/받

15 N/통일부 P/정 V/알 　 　 40 N/사단 V/갖

16 N/통일 P/김정남 V/대하 　 　 41 N/적응 V/되

17 N/진술 P/송 V/넘 　 　 42 N/부대 　
18 N/정부 P/이 V/빼 　 　 43 N/철책 　
19 N/당국 P/대한민국 V/부르 　 　 44 N/경찰 　
20 N/합동 P/서울 V/의하 　 　 45 N/의장 　
21 N/보고 　 V/벌이 　 　 46 N/의사 　
22 N/요구 　 V/모르 　 　 47 N/남측 　
23 N/정착 　 V/지내 　 　 48 N/정보 　
24 N/당국자 　 V/타 　 　 49 N/특수 　
25 N/합참 　 V/듣 　 　 50 N/이후 　

  

4. ‘탈북민’ 공기어 

‘탈북민’은 ‘탈북자’나 ‘새터민’, ‘귀순자’에 비해 용례 빈도는 가장 적은 수가 

검색되는 지칭어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뚜렷한 사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변경하 으나 이에 대한 탈북자 단체의 부정적 여론으로 

‘새터민’의 공식적 사용이 중단된 후 ‘새터민’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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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탈북자’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것으

로도 보이는데 ‘탈북자’를 ‘탈북민’으로 부름으로써 ‘자(者)’가 갖는 개별적, 부정

적 어감을 해소하고 ‘탈북 난민’ 혹은 ‘북한이탈주민’의 줄임말로 수용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명칭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

고 있다.

<표 29>는 ‘탈북민’ 공기어를 품사별로 보인 것이다.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인

권’이 최상위 공기어로 나타난다. 이것은 ‘탈북민’이 ‘탈북자’를 대체하여 사용되

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명사나 고유명사는 공기어에서 ‘탈북자’와 두드

러진 차이가 드러나진 않으나 동사의 경우, ‘돕다, 대하다, 위하다’ 등의 공기어보다 

‘보다, 기울이다’가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탈북민’의 경우 

분석 대상이 된 공기어의 수효가 다른 지칭어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효이므

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표 29> ‘탈북민’ 공기어 품사별 순위

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t점수
순위

일반명사

1 N/인권 P/북한 V/보 J/아니 14 N/정착

2 N/외교부 P/라오스 V/기울이 J/같 15 N/지원

3 N/탈북 P/서울 V/통하 　 16 N/강제

4 N/이슈 　 V/있 　 17 N/관련

5 N/안전 　 V/하 　 18 N/문제

6 N/통일 　 V/되 　 19 N/사건

7 N/외교 　 V/대하 　 20 N/주민

8 N/정부 　 　 　 21 N/사회

9 N/난민 　 　 　 22 N/활동

10 N/보호 　 　 　 23 N/팀

11 N/노력 　 　 　 24 N/국내

12 N/송환 　 　 　 25 N/사람

13 N/공관 　 　 　 26 N/말

지금까지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의 공기어에 대하여 용례 빈도의 순으

로 각각의 공기어를 살펴보았다. 공기어는 전체 품사별, 연도별 추이도 함께 보

다.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던 이들 각각의 공기어를 품사별로 t점수 순으로 일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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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이면 <표 30> ~ <표 34>와 같다. 공기어는 t점수 

순위 50위까지를 보이는데, 고빈도 공기어가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두었다. 다음에서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순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상위 공기

어를 비교해 보인다.

<표 30>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일반명사 공기어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1 N/인권 N/탈북자 N/탈북 N/인권 26 N/보호 N/취업 N/접촉 N/말

2 N/문제 N/지원 N/탈북자 N/외교부 27 N/총 사관 N/기초 N/남북 　
3 N/정부 N/정착 N/귀순 N/탈북 28 N/주민 N/대상 N/용사 　
4 N/난민 N/가정 N/납치 N/이슈 29 N/수용 N/노동자 N/말 　
5 N/진입 N/청소년 N/가족 N/안전 30 N/사회 N/출신 N/북측 　
6 N/북송 N/다문화 N/출신 N/통일 31 N/증언 N/센터 N/국방부 　
7 N/강제 N/교육 N/사건 N/외교 32 N/말 N/외국인 N/대남 　
8 N/탈북 N/사회 N/확인 N/정부 33 N/처리 N/일자리 N/귀환 　
9 N/송환 N/탈북 N/송환 N/난민 34 N/사건 N/통일 N/실무 　
10 N/단체 N/주민 N/포로 N/보호 35 N/국제 N/봉사 N/신문 　
11 N/입국 N/적응 N/증언 N/노력 36 N/요청 N/문화 N/파악 　
12 N/지원 N/자녀 N/주민 N/송환 37 N/탈출 N/저소득층 N/억류 　
13 N/정착 N/생활 N/군 N/공관 38 N/주재 N/수급자 N/첩보 　
14 N/대사관 N/여성 N/국군 N/정착 39 N/지위 N/단체 N/협회 　
15 N/망명 N/학교 N/통일부 N/지원 40 N/소식통 N/가족 N/사단 　
16 N/체포 N/이탈 N/통일 N/강제 41 N/최근 N/소외 N/적응 　
17 N/공관 N/계층 N/진술 N/관련 42 N/통일 N/입국 N/부대 　
18 N/당국 N/전형 N/정부 N/문제 43 N/촉구 N/선발 N/철책 　
19 N/한국행 N/학생 N/당국 N/사건 44 N/외교부 N/활동 N/경찰 　
20 N/출신 N/인권 N/합동 N/주민 45 N/자유 N/대학생 N/의장 　
21 N/공안 N/사회적 N/보고 N/사회 46 N/활동 N/채용 N/의사 　
22 N/국경 N/장애인 N/요구 N/활동 47 N/국내 N/상담 N/남측 　
23 N/외교 N/이주 N/정착 N/팀 48 N/요구 N/자립 N/정보 　
24 N/가족 N/용어 N/당국자 N/국내 49 N/대북 N/가명 N/특수 　
25 N/수용소 N/통일부 N/합참 N/사람 50 N/통일부 N/대상자 N/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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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고유명사 공기어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1 P/중국 P/북한 P/남한 P/북한 26 P/평양 P/대한민국 　 　
2 P/북한 P/남한 P/조명철 P/라오스 27 P/베트남 P/윤 관 　 　
3 P/한국 P/한국 P/월남 P/서울 28 P/두만강 P/최 　 　
4 P/베이징 P/부산 P/적십자 　 29 P/중국대사관 P/백범 　 　
5 P/남한 P/경기도 P/평양 　 30 P/옌지 P/포스코 　 　
6 P/미국 P/수원시 P/중국 　 31 P/김 P/한민족 　 　
7 P/유엔 P/인천 P/노동당 　 32 P/임수경 P/효창동 　 　
8 P/김정일 P/ 어 P/황장엽 　 33 P/조명철 P/에코 　 　
9 P/태국 P/남동구 P/김정일 　 34 P/박선 P/서강대 　 　
10 P/라오스 P/김 P/판문점 　 35 P/유 P/백두 　 　
11 P/선양 P/안성 P/조선족 　 36 P/일본 P/황 　 　
12 P/UNHCR P/사할린 P/탈레반 　 37 P/노동당 P/강서구 　 　
13 P/중 P/경기 P/김용 　 38 P/강철환 P/충주 　 　
14 P/조선족 P/한겨레 P/김철수 　 39 P/옌볜 P/바우처 　 　
15 P/NGO

P/서울가
정법원

P/정 　 40 P/한 P/금정구 　 　
16 P/동남아 P/평양 P/김정남 　 41 P/스페인 P/안성시 　 　
17 P/몽골 P/대구 P/송 　 42 P/옌타이 P/파주시 　 　
18 P/미 P/광주 P/이 　 43 P/지린 P/이북 　 　
19 P/황장엽 P/YWCA P/대한민국 　 44 P/김정은

P/마이크로
소프트

　 　
20 P/필리핀 P/조선족 P/서울 　 45 P/임 P/충북 　 　
21 P/대한민국 P/중구 　 　 46 P/워싱턴 P/적십자 　 　
22 P/투먼 P/황장엽 　 　 47 P/러시아 P/숭실대 　 　
23 P/장길수 P/이 　 　 48 P/김성민 P/남북한 　 　
24 P/김일성 P/송도 　 　 49 P/마닐라

P/서대문경
찰서

　 　
25 P/황 P/연세 　 　 50 P/김정 P/태평양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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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1 V/대하 V/위하 V/두드리 V/보 26 V/처하 V/넘어서 V/두 　
2 V/돕 V/돕 V/밝히 V/기울이 27 V/넘기 V/시달리 V/오 　
3 V/전하 V/살 V/통하 V/통하 28 V/알 V/대하 V/비롯하 　
4 V/알리 V/나누 V/넘어오 V/있 29 V/벌이 V/하 V/나오 　
5 V/들어오 V/열 V/전하 V/하 30 V/의하 V/부르 V/바꾸 　
6 V/밝히 V/오 V/불리 V/되 31 V/돌려보내 V/넘어오 V/올리 　
7 V/위하 V/겪 V/삼 V/대하 32 V/도와주 V/힘쓰 V/만나 　
8 V/보내 V/받 V/데리 　 33 V/끌려가 V/돌보 V/거치 　
9 V/들어가 V/가르치 V/보내 　 34 V/취하 V/업 V/지나 　
10 V/붙잡히 V/다니 V/알리 　 35 V/겪 V/가지 V/들어가 　
11 V/오 V/도와주 V/데려오 　 36 V/관하 V/어우러지 V/늘어나 　
12 V/받아들이 V/만나 V/잘살 　 37 V/살 V/통하 V/들 　
13 V/통하 V/만들 V/뚫리 　 38 V/나서 V/꾸리 V/살 　
14 V/받 V/찾아가 V/따르 　 39 V/숨 V/따돌리 V/받 　
15 V/머물 V/관하 V/알 　 40 V/떠나 V/비롯하 V/갖 　
16 V/지나 V/담그 V/대하 　 41 V/듣 V/뽑 V/되 　
17 V/넘 V/들어오 V/넘 　 42 V/잇따르 V/갖 　 　
18 V/거치 V/펼치 V/빼 　 43 V/구하 V/사귀 　 　
19 V/따르 V/주 V/부르 　 44 V/원하 V/털어놓 　 　
20 V/데려오 V/모이 V/의하 　 45 V/굶 V/바꾸 　 　
21 V/만나 V/듣 V/벌이 　 46 V/당하 V/맡 　 　
22 V/떠돌 V/배우 V/모르 　 47 V/걸 V/나서 　 　
23 V/다루 V/맺 V/지내 　 48 V/풀려나 V/숨기 　 　
24 V/막 V/떠나오 V/타 　 49 V/넘겨주 V/보태 　 　
25 V/넘어오 V/살아가 V/듣 　 50 V/건너 V/두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1 A/및 A/함께 A/현재 26 A/거듭 A/충분히 　
2 A/현재 A/및 A/우선 27 A/모두 A/서로 　
3 A/강력히 A/현재 A/계속 28 A/상세히 A/빨리 　

<표 32>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동사 공기어 

<표 33>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부사 공기어 



685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4 A/대거 A/매달 A/및 29 A/무조건 A/그대로 　
5 A/함께 A/우선 A/제대로 30 A/갈수록 A/특히 　
6 A/즉각 A/계속 A/직접 31 A/보다 　 　
7 A/한편 A/열심히 A/또 32 A/긴 히 　 　
8 A/조용히 A/잘 A/특히 33 A/신속히 　 　
9 A/또 A/새로 　 34 A/일시 　 　
10 A/직접 A/제대로 　 35 A/심지어 　 　
11 A/조만간 A/꾸준히 　 36 A/어제 　 　
12 A/한꺼번에 A/매주 　 37 A/극히 　 　
13 A/더욱 A/단순히 　 38 A/미리 　 　
14 A/몰래 A/많이 　 39 A/엄격히 　 　
15 A/계속 A/매년 　 40 A/달리 　 　
16 A/무사히 A/보다 　 41 A/면 히 　 　
17 A/이어 A/모두 　 42 A/특별히 　 　
18 A/매년 A/매일 　 43 A/일절 　 　
19 A/앞서 A/곧 　 44 A/곧바로 　 　
20 A/실상 A/또한 　 45 A/하루빨리 　 　
21 A/이미 A/실제로 　 46 A/은 히 　 　
22 A/원만히 A/역시 　 47 A/철저히 　 　
23 A/곧 A/각각 　 48 A/속히 　 　
24 A/분명히 A/못 　 49 A/조속히 　 　
25 A/급격히 A/너무 　 50 A/여실히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1 J/조용하 J/많 J/없 J/아니 26 J/미묘하 J/짧 　 　
2 J/어렵 J/새롭 J/그렇 J/같 27 J/공공연하 　 　 　
3 J/심각하 J/절실하 J/어렵 　 28 J/관대하 　 　 　
4 J/민감하 J/시급하 　 　 29 J/합당하 　 　 　
5 J/수많 J/따뜻하 　 　 30 J/난처하 　 　 　
6 J/생생하 J/작 　 　 31 J/예민하 　 　 　
7 J/삼엄하 J/익숙하 　 　 32 J/명백하 　 　 　

<표 34>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형용사 공기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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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t점수
순위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8 J/열악하 J/기쁘 　 　 33 J/기구하 　 　 　
9 J/조속하 J/든든하 　 　 34 J/고프 　 　 　
10 J/절박하 J/어렵 　 　 35 J/엄하 　 　 　
11 J/긴 하 J/아프 　 　 36 J/배고프 　 　 　
12 J/원만하 J/낯설 　 　 37 J/안타깝 　 　 　
13 J/처참하 J/강하 　 　 38 J/위태롭 　 　 　
14 J/분명하 J/낮 　 　 39 J/방불하 　 　 　
15 J/시급하 J/무겁 　 　 40 J/무자비하 　 　 　
16 J/허술하 J/소중하 　 　 41 J/파다하 　 　 　
17 J/뒤늦 J/싫 　 　 42 J/껄끄럽 　 　 　
18 J/끔찍하 J/밝 　 　 43 J/귀찮 　 　 　
19 J/안이하 J/불과하 　 　 44 J/진지하 　 　 　
20 J/치 하 J/안타깝 　 　 45 J/완강하 　 　 　
21 J/아니 J/깊 　 　 46 J/초췌하 　 　 　
22 J/혹독하 J/힘들 　 　 47 J/당당하 　 　 　
23 J/강력하 J/다르 　 　 48 J/빈번하 　 　 　
24 J/용이하 J/어리 　 　 49 J/끝없 　 　 　
25 J/풍족하 J/쉽 　 　 50 J/상관없 　 　 　

 

이상으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인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등의 

공기어를 살펴보았다. 이들 지칭어의 공기어를 품사별, 연도별로 모두 살핀 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련보도 언어의 실제적 양상을 보 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보도의 전반적 경향이나 보도 프레임 등을 다룬 연구

는 있었으나 보도에 사용된 언어의 실제적 양상을 면 하게 살펴본 연구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공기어를 살핀 결과 ‘탈

북자’와 ‘새터민’의 공기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새터민’이 ‘탈북자’에 비해 부정적 의미운율 보이는 술어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특히 동사와 형용사 공기어에서 두드러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레임의 형성에 향을 주는 언어적 

요소를 일차적으로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운율로 생각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와 관련한 하나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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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민 지칭어와 공기하는 동사나 형용사가 부정적 의미운율을 띤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해당 공기어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 의미운

율을 나타내는 공기어를 갖는 지칭어를 새로이 제안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공기어를 

통해 지칭어에 따라 달라지는 공기어가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것은 새로운 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

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제4장 북한이탈주민 관련어의 분석과 제안

3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공기어를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등 품사별로 살펴보았다. 이들 지칭어 중 ‘탈북자’는 그 부정적 어감이 

문제가 된다고 보아 ‘새터민’을 공식적 지칭어로 사용하기 시작하 으나 북한이탈주

민 단체의 반발로 인해 2008년 통일부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 고 

현재 새로운 용어의 정립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11) 

관련 학계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도움이 될 만한 용어를 제안, 사용하고 있는바 ‘탈북이주민’, ‘북한이주민’ 등이 

그것이다.12)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칭어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일종의 PC(Political Correctness)어 제안이

라 할 수 있다.13) 박금자(2012: 136)에서도 밝혔듯 이는 차별이나 편견이라는 현상

을 덮어버리려 완곡어를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이름이나 단어의 

대상을 바라보도록 새 이름을 제안하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 언어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11) [국감] 김 우. 북한이탈주민 명칭에 대한 새로운 용어 정립필요  

http://sisa-news.com/news/article.html?no=72338
12) ‘탈북이주민’의 경우 ‘탈북민’으로 축약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탈북민’은 ‘탈북이주

민’ 용어 이전에도 용례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탈북자’에서 ‘자’가 가진 개

별적, 부정적 어감을 해소하고자 ‘자(者)’를 ‘민(民)’으로 교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3) “차별적인 말을 바꾸어 쓰는 것은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PC운동 40년 역사는 사람들이 때론 무심하게, 때론 멋대로 했던 말에 주의를 돌리게 

했다. 언어 사용에 주의를 돌림으로써, 이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 던 믿음과 가정이 언어의 

의미 만들기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도 만들었다. 언어 사용 문제는 사소한 일이 아님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 박금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의롭게 말하기｣, 케뮤니케이션북스

(2012),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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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1 N/탈북자 P/북한 V/돕 J/심하 A/함께

2 N/청소년 P/중국 V/알리 J/어렵 A/그냥

3 N/여성 P/한국 V/전하 J/험난하 A/다시

4 N/난민 P/남한 V/만나 J/치 하 A/홀로

5 N/인권 P/라오스 V/오 J/생생하 A/이른바

제1절 북한이탈주민 관련어의 공기어 분석

현재 관련 학계에서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서 핵심은 ‘이주’라는 단어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민족, 동포 등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다문화사회 

이주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14)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

각된다. 주로 정치학이나 다문화 논의에서 발견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언어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탈북이주민’, ‘북한이주민’을 구성하는 ‘탈

북’, ‘이탈’, ‘이주’ 등의 공기어 의미운율을 살핌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제안

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1. ‘탈북’의 공기어와 의미운율 

앞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를 살펴보았으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보도

의 언어는 이들 직접적 지칭어의 공기어 외에도 ‘탈북, 이탈, 이주’ 등의 관련어 

공기어에서도 살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공기어를 살펴본다. 이것은 명사 ‘탈북’

이 관형사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35>는 ‘탈북’

의 공기어를 품사별로 보인 것이다.

<표 35> ‘탈북’ 공기어 품사별 

14) “탈북자 문제를 민족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성이 증가되고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이 커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

북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민족적 관점만이 아닌 다문화주의적 관점 또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민족 요인이 이민자와 탈북자 간 태도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나 탈북자 

수용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태도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탈

북자 문제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접근은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권수현(2011: 
14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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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6 N/주민 P/김정일 V/살 J/고프 A/먼저

7 N/가족 P/유엔 V/붙잡히 J/배고프 A/및

8 N/북송 P/김 V/위하 J/극심하 A/즉각

9 N/강제 P/유 V/들어오 J/처참하 A/상세히

10 N/포로 P/평양 V/건너 J/삼엄하 A/진정

11 N/정착 P/두만강 V/겪 J/모질 A/깜짝

12 N/입국 P/이 V/보내 J/조용하 A/조만간

13 N/국군 P/조선족 V/거치 J/안타깝 A/몰래

14 N/지원 P/함경북도 V/지나 J/힘겹 A/우연히

15 N/단체 P/베이징 V/데려오 J/그립 A/무사히

16 N/학교 P/장길수 V/떠돌 J/열악하 A/자세히

17 N/송환 P/NGO V/넘 J/두렵 A/면 히

18 N/국경 P/황장엽 V/끌려가 J/기막히 A/가까스로

19 N/체포 P/태국 V/밝히 J/숙연하 A/현재

20 N/당국 P/함북 V/지내 J/기나길 A/끝내

21 N/공안 P/김상철 V/당하 J/뒤늦 A/실상

22 N/수용소 P/대한민국 V/데리 J/기구하 A/하루빨리

23 N/동포 P/노동당 V/머물 J/끔찍하 A/각별히

24 N/브로커 P/압록강 V/다니 J/절박하 A/재차

25 N/출신 P/옌지 V/죽 J/혹독하 A/배불리

26 N/보호 P/UNHCR V/통하 J/불쌍하 A/마침내

27 N/탈출 P/황 V/걸 J/순탄하 A/또다시

28 N/사태 P/선양 V/듣 J/단란하 A/심지어

29 N/가명 P/김일성 V/팔리 J/조속하 A/생생히

30 N/연대 P/몽골 V/밟 J/빈번하 A/어서

31 N/망명 P/카사노바 V/잡히 J/낯설 A/갓

32 N/대사관 P/청진 V/받 J/눈물겹 A/소위

33 N/적응 P/최 V/도와주 J/절절하 A/조용히

34 N/대량 P/회령 V/숨 J/용이하 A/시급히

35 N/과정 P/중 V/굶 J/예민하 A/이제

36 N/북 P/동남아 V/의하 J/상세하 A/급속히

37 N/피랍 P/중국대사관 V/알 J/외롭 A/매달

38 N/기획 P/여명 V/넘어오 J/끝없 A/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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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39 N/납북자 P/양강도 V/막 J/고단하 A/대거

40 N/통일 P/김정 V/처하 J/터무니없 A/곧

41 N/한국행 P/김정은 V/시키 J/느슨하 A/손수

42 N/뒤 P/서울 V/누이 J/열띠 A/진짜

43 N/증언 P/최성용 V/돌아가 J/엄격하 A/강력히

44 N/정부 P/조선일보 V/두 J/집요하 A/적당히

45 N/사회 P/신의주 V/담 J/심각하 A/마음껏

46 N/이주민 P/함경도 V/타 J/갑작스럽 A/명확히

47 N/자유 P/옌볜 V/돌아오 J/어처구니없 A/못

48 N/딸 P/함흥 V/돌려보내 J/어리 A/매년

49 N/시도 P/박선 V/풀려나 J/허술하 A/엄격히

50 N/생활 P/임 V/태어나 J/따뜻하 A/같이

‘탈북’의 공기어 일반명사는 ‘탈북자, 청소년, 여성, 난민, 인권, 주민, 가족, 북송, 

강제’ 등이 최상위 공기어로 드러났다. ‘청소년, 여성, 난민’ 등이 최상위를 기록한 

것은 ‘탈북’이 관형사 위치에 놓여 ‘탈북+N’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히 형용사에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형용사는 대상어

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주로 담당하는 품사이기 때문이다.  

강범모(2011: 6~7)에서는 형용사의 의미운율을 긍정, 부정, 중립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15) 이러한 분류에 따라 ‘탈북’과 공기하는 형용사를 살펴보면 ‘탈북’과 

15) <표 36> 형용사 부류와 의미운율(강범모, 2011: 6~7) 

부류 긍정 부정 중립 비고

심리
만족스럽다
기쁘다

싫다
슬프다

중립 거의 없음

감각(증상) 편하다 아프다 간지럽다
긍정적인 것 
많지 않음

판단 좋다 시원찮다 상관없다 주로 중립적

성상 예쁘다 더럽다 깊다 주로 중립적

장소(공간) 낭자하다 자욱하다 거의 다 중립적

대칭 친 하다 서먹서먹하다
비슷하다
나란하다

기준 족하다
불과하다(?)
부적당하다

진배없다

기능 관대하다 무능하다 솔깃하다

대응(대상) 강하다 약하다 중립 없음

태도(명제) 자명하다 불확실하다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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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정도가 높은 상위 50위 형용사 중 긍정적 의미운율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단란하다, 용이하다, 따뜻하다’ 정도이다. 그 외 중립적인 형용사를 제외하면 ‘탈

북’의 공기어 형용사 중 ‘심하다, 어렵다, 험난하다, 고프다, 배고프다, 극심하다, 

처참하다, 삼엄하다, 모질다, 안타깝다, 힘겹다, 열악하다, 두렵다, 뒤늦다, 기구하

다, 끔찍하다, 절박하다, 혹독하다, 불쌍하다, 눈물겹다, 외롭다, 고단하다, 터무니

없다, 심각하다, 어처구니없다, 허술하다’ 등 과반수가 부정적 의미운율을 나타냄

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정적 의미운율을 가진 형용사 공기어는 ‘탈북’이 포함된 

지칭어를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로 지양해야 한다는 언어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탈’의 공기어와 의미운율

‘북한이탈주민’은 법률적 명칭이긴 하나 단어로 인식되지 않아 <물결21>의 코퍼

스분석도구에서 공기어 검색이 불가능한 형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단어의 

핵심적 부분이기도 한 ‘이탈’의 공기어를 보이고자 한다. ‘탈북’이 ‘북한탈출’의 

줄임말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로 하여 대체로 

‘북한이탈’의 줄임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탈’의 명사 공기어는 ‘탈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N + 이탈’의 형태로 주로 

명사에 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는 경제, 정치 분야의 명사 공기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과 공기하는 일반명사 중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있는 

명사 공기어는 ‘주민, 정착, 탈북자, 지원’ 정도로 보인다. 공기어 고유명사로는 

‘북한’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에서의 ‘이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형용사 공기어는 ‘크다, 젊다, 뚜렷하다, 높다, 찬란하다, 정당하다, 

짙다, 분명하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 의미운율을 보이고 있다.

<표 37>은 ‘이탈’의 공기어를 품사별로 보인 것이다. t점수 상위 50위 형용사 

중 ‘젊다, 찬란하다, 정당하다, 분명하다’ 등은 긍정적 의미운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심각하다, 심하다, 어렵다, 캄캄하다, 극심하다, 약하다, 미끄럽다, 

적다, 위태롭다, 갑작스럽다, 희박하다, 어수선하다, 더디다, 성급하다, 섣부르다, 

시리다, 싸늘하다, 열악하다, 무자비하다’ 등의 형용사는 대체로 부정적 의미 운율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탈북’의 공기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기는 

하나 ‘이탈’ 공기 형용사의 경우도 부정적 의미 운율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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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1 N/자금 P/북한 V/막 A/대거 J/심각하

2 N/주민 P/민주당 V/인하 A/및 J/급격하

3 N/외국인 P/한나라당 V/나타나 A/급속히 J/크

4 N/당적 P/자민련 V/따르 A/급격히 J/불가피하

5 N/고객 P/유로존 V/빠져나가 A/속속 J/젊

6 N/증시 P/그리스 V/보이 A/특히 J/뚜렷하

7 N/가능성 P/신흥국 V/이어지 A/당분간 J/높

8 N/궤도 P/사민당 V/위하 A/계속 J/심하

9 N/현상 P/남한 V/부추기 A/자칫 J/빠르

10 N/지지층 P/자민당 V/커지 A/가뜩이나 J/심상하

11 N/우려 P/시리아 V/겪 A/문득 J/낮

12 N/펀드 P/열린우리당 V/벗어나 A/더욱 J/잦

13 N/표 P/호남 V/돌아서 A/줄줄이 J/두드러지

14 N/시장 P/공화당 V/두드러지 A/완전히 J/뻔하

15 N/은행 P/이회창 V/몰리 A/갈수록 J/어렵

16 N/금리 P/김대중 V/잇따르 A/잠시 J/캄캄하

17 N/의원 P/노 V/떨어지 A/신속히 J/미미하

18 N/예금 P/자유당 V/들어오 A/곧바로 J/극심하

19 N/차선 P/알아사드 V/내다보 A/오히려 J/약하

20 N/정착 P/카다피 V/일어나 A/갑자기 J/미끄럽

21 N/투자자 P/탈레반 V/흔들리 A/급기야 J/무관하

22 N/세력 P/부산항 V/멈추 A/현저히 J/적

23 N/근무지 P/삼성증권 V/빠지 A/이른바 J/위태롭

24 N/방지 P/후텐마 V/불러오 A/섣불리 J/냉철하

25 N/무단 P/민노총 V/줄어들 A/내지 J/갑작스럽

26 N/일부 P/한은 V/겹치 A/또는 J/적잖

27 N/자본 P/오자와 V/끌어들이 A/다만 J/희박하

28 N/경우 P/새누리당 V/관하 A/즉각 J/확연하

29 N/탈북자 P/민국당 V/잇달 A/한꺼번에 J/어수선하

30 N/가속화 P/안철수 V/어기 A/상당히 J/더디

<표 37> ‘이탈’ 공기어 품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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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31 N/지원 P/이만섭 V/늘어나 A/일단 J/찬란하

32 N/부상 P/이인제 V/돌아오 A/제멋대로 J/시급하

33 N/후보 P/캐리 V/울리 A/다시 J/정당하

34 N/지지 P/정몽준 V/품 A/실제로 J/짙

35 N/조짐 P/유럽 V/긋 A/곧장 J/성급하

36 N/투자 P/대우증권 V/붙잡 A/똘똘 J/분명하

37 N/국적 P/조선족 V/줄 A/행여 J/견고하

38 N/연수생 P/코오롱 V/앞두 A/거듭 J/가파르

39 N/경고 P/JP V/점치 A/이미 J/섣부르

40 N/노조 P/노장진 V/빚어지 A/일시 J/시리

41 N/가입자 P/태릉 V/미끄러지 A/더구나 J/열악하

42 N/하락 P/김학균 V/불구하 A/점점 J/싸늘하

43 N/파업 P/김진우 V/맞물리 A/점차 J/엄연하

44 N/대열 P/하토야마 V/잃 A/주춤 J/빈번하

45 N/의장 P/KTX V/가져오 A/설사 J/무자비하

46 N/분석 P/동독 V/무너지 A/더욱이 J/여의하

47 N/전력 P/이한동 V/쏠리 A/소위 J/느슨하

48 N/유체 P/ 남 V/불거지 A/게을리 J/무겁

49 N/항로 P/미래에셋증권 V/켜 A/재빨리 J/명백하

50 N/움직임 P/조흥은행 V/부딪치 A/도로 J/민감하

3. ‘이주’의 공기어와 의미운율

<표 38>은 ‘이주’와 공기 정도가 높은 상위 50위 공기어이다. ‘탈북’과 마찬가지

로 ‘이주 + N’의 구조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 여성, 주민, 

결혼, 강제, 외국인, 지역, 인권, 가구, 대책’ 등이 최상위 공기어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주’ 공기어 형용사의 경우 ‘탈북’과 ‘이탈’에 비해 긍정적 의미 운율을 

가진 형용사가 다수 발견됨을 알 수 있다. ‘낫다, 꿋꿋하다, 따뜻하다, 활발하다, 

유창하다, 관대하다, 당당하다, 능통하다, 정당하다, 따스하다, 다채롭다, 능숙하다’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공기어 중 ‘열악하다, 심각하다, 불가피하다, 서툴다, 막막하다, 척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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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1 N/노동자 P/한국 V/살 J/열악하 A/및

2 N/여성 P/베트남 V/위하 J/많 A/함께

3 N/주민 P/필리핀 V/태어나 J/낯설 A/대거

4 N/결혼 P/중앙아시아 V/돕 J/심각하 A/현재

5 N/강제 P/연해주 V/따르 J/불가피하 A/단지

6 N/외국인 P/스탈린 V/떠나 J/시급하 A/한꺼번에

7 N/지역 P/한국어 V/겪 J/서툴 A/턱없이

8 N/인권 P/러시아 V/피하 J/낫 A/뿔뿔이

9 N/가구 P/청계천 V/오 J/절실하 A/홀로

10 N/대책 P/소련 V/당하 J/막막하 A/이미

11 N/단지 P/서울 V/옮기 J/고단하 A/즉각

12 N/다문화 P/몽골 V/열 J/꿋꿋하 A/새로

13 N/가족 P/주공 V/짓 J/따뜻하 A/매주

14 N/센터 P/세종시 V/다루 J/척박하 A/또는

15 N/사업 P/만주 V/의하 J/서투르 A/주로

16 N/재건축 P/조선족 V/인하 J/어리 A/대대로

17 N/주택 P/네팔 V/시집오 J/서럽 A/해마다

18 N/아파트 P/카자흐스탄 V/늘 J/값싸 A/속속

19 N/마을 P/우즈베키스탄 V/마치 J/수많 A/원만히

20 N/가정 P/여수 V/시달리 J/조속하 A/급격히

21 N/지원 P/한족 V/가르치 J/무자비하 A/아예

22 N/재개발 P/서울시 V/살아가 J/고달프 A/들썩

23 N/보상 P/방글라데시 V/꾸리 J/을씨년스럽 A/원활히

서투르다, 서럽다, 무자비하다, 고달프다, 을씨년스럽다, 힘겹다, 고되다, 딱하다, 

안타깝다, 아프다, 모질다, 억울하다’ 등의 형용사는 부정적 의미운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탈북’, ‘이탈’, ‘이주’의 세 명사 중 ‘이주’의 공기어가 긍정적 의미운

율의 비율은 높고 부정적 의미운율의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38>은 ‘이주’ 

공기어 상위 50위를 품사별로 보인 것이다. 

<표 38> ‘이주’ 공기어 품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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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점수 
순위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24 N/수요 P/이스라엘 V/쫓겨나 J/활발하 A/부득이

25 N/자녀 P/캐나다 V/살아오 J/힘겹 A/갓

26 N/해외 P/서독 V/비롯하 J/유창하 A/일찍이

27 N/노동 P/동독 V/세우 J/저렴하 A/정성껏

28 N/미등록 P/아시아 V/몰리 J/고되 A/우선

29 N/고려인 P/송파구 V/받 J/관대하 A/터무니없이

30 N/집단 P/글로비스 V/이르 J/싸 A/엄격히

31 N/출신 P/성남시 V/지 J/딱하 A/혹은

32 N/동포 P/판교 V/흩어지 J/안타깝 A/대략

33 N/철거 P/독일 V/찾 J/머나멀 A/오롯이

34 N/단속 P/안산 V/원하 J/당당하 A/줄곧

35 N/거주 P/하와이 V/모이 J/능통하 A/하루빨리

36 N/도시 P/캄보디아 V/들어오 J/소소하 A/도리어

37 N/이민 P/강남 V/나누 J/아프 A/동동

38 N/정착 P/미얀마 V/관하 J/한적하 A/앞서

39 N/한인 P/사할린 V/구하 J/모질 A/시급히

40 N/전세 P/잠실 V/일구 J/정당하 A/채

41 N/체류 P/스리랑카 V/잃 J/조촐하 A/장차

42 N/계획 P/여수시 V/건너오 J/잦 A/빠짐없이

43 N/사회 P/극동 V/돌보 J/억울하 A/고스란히

44 N/생활 P/동남아 V/처하 J/두드러지 A/또다시

45 N/국제결혼 P/아프리카 V/거치 J/따스하 A/일시

46 N/마련 P/ 국 V/내몰리 J/소박하 A/더러

47 N/조성 P/충북 V/대하 J/황량하 A/틈틈이

48 N/이전 P/한민족 V/겹치 J/다채롭 A/선뜻

49 N/불법 P/경기 V/데리 J/변변하 A/다시금

50 N/한국인 P/나치 V/생겨나 J/능숙하 A/먼저

이상으로 ‘탈북’, ‘이탈’, ‘이주’의 공기어를 품사별로 보이고, 공기어 중 형용사

의 의미운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탈북’, ‘이탈’에 비해 ‘이주’와 공기하는 형용

사의 긍정적 의미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부정적 의미운율은 낮은 



696 신진연구논문집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칭어로 ‘이

주’를 포함하는 용어가 언어적으로 나은 선택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대상어가 무엇

이냐에 따라 공기어의 의미운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운율을 보이는 

공기어를 가진 단어가 포함되는 쪽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칭어의 긍정적 인식

에 더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앞서 ‘탈북자’와 ‘새터민’의 공기어를 살핀 바 있다. 동일한 지칭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사용된 공기어에도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보도에 사용된 두 지칭어의 공기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동일한 지칭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용어의 공기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긍정적 의미운율을 갖는 공기어를 

취하는 용어를 고려한다면 그렇지 않은 용어에 비해 사용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10대를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 

소속 김 우 의원의 여론조사에서도 ‘새터민’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의미운율이 반 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새터민’의 

경우 지칭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반발로 공식어로 사용되기는 어렵다는 문제

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탈북’이나 ‘탈북’보다는 ‘이주’를 포함하는 지칭어가 바람직

하다는 판단 하에 20대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

해 보았다. ‘탈북’이나 ‘이탈’보다는 ‘이주’가 긍정적 의미운율을 갖는 공기어를 

취하는 비율이 높고, ‘이주’를 전제로 하는 ‘다문화’의 공기어가 ‘새터민’의 공기어

와 유사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이주’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칭

어를 제안하는 언어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이주’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사용 가능한 용어를 제안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 관련어 인식조사와 제안

1. 북한이탈주민 관련어에 대한 설문조사

선행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대 102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16) ◯◯대

16) “세대별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20대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전쟁에 가장 가까운 세대인 60대 이상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높은 연령대=보수적=북한에 비판적=탈북자에 비우호적”이라



697

학교에서 국어정서법, 대중매체언어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으로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성별은 유의미한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총 7문항으로, 5문항은 선지를 고르는 형태이며 나머지 두 문항은 자유롭게 기술하

는 것으로 하 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지칭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

다. 복수의 응답을 허용한 결과 탈북자, 새터민, 탈북민, 북한이주민, 귀순자,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적 명칭이 ‘북한이주

민’이나 ‘귀순자’보다 낮게 나온 것은 이들이 이런 용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20대 대학생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질문과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다음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말에  

대하여 (   )안에 모두 (√)를 해 주십시오.

   1) 귀순자  (    )     2) 새터민        (    )    3) 탈북자      (    )

   4) 탈북민  (    )     5) 북한이탈주민  (    )    6) 북한이주민  (    )

지칭어 귀순자 새터민 탈북자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주민

응답 수 30 74 96 52 29 40

순위 5 2 1 3 6 4

두 번째는 어떤 경로로 이 지칭어를 들어보았는가를 물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용어를 접한 경로는 방송, 인터넷포털, 신문, 페이스북, 트위터, 기타의 순으로 나타

났다. 신문이나 인터넷포털보다 방송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방송의 북한 관련 뉴스

나 교양오락 프로그램 등의 존재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포털은 신문이나 방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매체를 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정보를 얻는 새로운 매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답변

으로는 학교나 교과서 등 교육 과정 7명, 사적인 대화 6명, 봉사 등 특수한 개인 

는 관행적 인식이 맞지 않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분단으로부터 두 세대가 지난 지금의 20
대에게 북한에서 한국을 찾아온 탈북자는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지며, 이는 앞으로

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없으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20대와 

10대 청년세대에게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

워준다.” - 손애리, 이내 ,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아태연구｣ 제19권 3호
(201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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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5명 등이 있었다. 온오프 매체 등에 비해 교육 과정에서의 경험이 적은 것은 

유념해 두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17) 

2. 어떤 경로로 위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경로를 표시해 주시고 6)에 해당하신다

면 해당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문      (    )    2) 방송    (    )     3) 인터넷포털  (     )

  4) 페이스북  (    )    5) 트위터  (    )     6) 기타        (     )

경로 신문 방송 인터넷포털 페이스북 트위터 기타

응답 수 53 84 70 28 2 교육 과정(7)
사적 대화(6)
특수 경험 등(5)순위 3 1 2 4 5

세 번째 질문은 제시된 ‘북한이탈주민’지칭어를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절도 순으

로 숫자를 적는 것이었다. 102명의 응답자 중 1에서 6까지를 순서대로 모두 표시한 

89명의 응답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 고, 한 두 번호에만 표시한 13명의 

응답은 전체 결과를 왜곡시키므로 무효로 처리하 다. 적절도가 높을수록 작은 

숫자로 표시하 으므로 전체 합계 숫자는 작을수록 적절도가 높다고 판단된 것이

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순으로 쓰게 하 기 때문에 숫자의 합이 작은 것이 적절

도가 높은 지칭어가 된다. 조사결과 새터민, 북한이주민,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탈북자, 귀순자 순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북한이주민 등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은 ‘이탈’을 뜻하는 ‘탈’이 결합되지 않은 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 제안 의견으로 ‘북한신주민, 북한난민, 귀순민, 국민’ 등이 있었으며 ‘굳이 

따로 구분해야 되는지’라는 의견도 있었다. ‘새터민’은 응답자 선호도는 높으나 

북한이탈주민 단체에서 사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통일부가 사용 자제를 

요청한 만큼 근래에는 사용도가 높진 않으나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17) 기타 응답으로 나온 것은 다음과 같다.

기타
경로

친구들과의 만우절 장난, 
  - “나 사실 새터민이야” 등
친구들과 가족끼리 이야기
사람들과의 대화
대화 중
대화
주변인

학교
교육과정에 / 논문
학교
논문
교육
대학 수업
교과서

KOICA
교육봉사 (개인경험)
군대
새터민 강연회
이탈주민인 친구(로부터 새
터민이라 부른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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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자체에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요소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 명칭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2위로 조사된 ‘북한이주민’

에 대한 사용은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3. 1번의 용어 중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순으로 숫자를 

써 주십시오. ‘새터민’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새터민’에 ①을, 가장 부적절하다

고 판단되면 ⑥을 기입하면 됩니다. 새로이 제안하고 싶은 용어가 있다면 7)에 써 

주십시오.

  1) 귀순자  (    )     2) 새터민       (    )     3) 탈북자      (    )

  4) 탈북민  (    )     5) 북한이탈주민 (    )     6) 북한이주민  (    )

지칭어 귀순자 새터민 탈북자 탈북민
북한이탈

주민
북한

이주민
기타 제안

용어
적절도

392 223 348 316 313 279
북한신주민, 
북한난민, 
귀순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음 등순위 6 1 5 4 3 2

네 번째 문항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탈북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3)의 보통을 기준으로 ‘낮음, 높음’ 등에 표시하게 하 다. 총 102명의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101명이 유효한 응답을 하 다. 60% 이상의 응답자가 

‘매우 높음’과 ‘높음’ 등으로 ‘탈북자’가 부정적 어감을 준다는 데 동의를 나타냈다.

4.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하여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탈북자’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이탈’을 뜻하는 ‘탈(脫)’과 사람의 비하하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자(者)’로 인하여 부정적 어감을 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     )     2) (    )     3)(     )     4)  (    )     5) (    )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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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정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응답자 수
(계 101명)

4 11 25 45 16

순위 5 4 2 1 3

다섯 번째 질문은 관련 학계에서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북한이주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이다. 이것은 ‘이탈’이 포함된 용어를 대신할 수 있는 

용어 중 하나로 그러한 용어들 중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높음’과 ‘매우높음’이 합계 45% 정도로 나타났다. ‘낮음’과 ‘매우낮음’이 

22% 수준인 것에 비하면 동의가 비동의에 비해 2배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5. 탈북한 북한 주민의 법률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그런데 관련 학계에서는 

‘북한이주민’이라는 용어가 제안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이유보다 주로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하므로 ‘이주민’의 성격을 띤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     )     2)  (    )     3)  (     )     4)  (     )     5)  (     )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동의 정도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응답자 수
(계 101명)

3 19 34 39 6

순위 5 3 2 1 4

여섯 번째는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들으면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 보도록 

하 다. 자유연상으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응답자가 적어 낸 단어의 총수

는 350여 단어가 되는데 ‘탈북자’, ‘이탈’ 등의 공기어로 최상위어 던 ‘북한’, ‘중

국’ 등이 이 조사에서도 수위를 차지하 다.18) 연상어는 말 그대로 자유연상이었기

에 아무런 규칙과 체계 없이 350여 개의 단어가 출현하 는데 이들 연상어들 크게 

네 부류로 분류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를 이룬다. 

18) 자세한 응답은 부록으로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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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관련된 단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단어로는 ‘동표, 포용, 재기, 

정착, 행운, 다행, 사회도움’ 정도이다. 동일한 형태가 중복되어 나타난 단어들의 

경우 중복된 수를 표시하 다. 동일한 형태가 5회 이상 출현한 단어는 ‘동포(23), 

가난(16), 탈출(12), 도망(8), 고통(7), 불쌍하다(7), 고난(6), 고생(5), 북한사람(5)’ 

등이다. 정리해 보자면 20대 대학생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은 ‘북을 탈출하여 고생하고 

있는 북한사람’ 정도로 인식되지만 ‘동포’라는 인식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6.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말을 들으면 연상되는 단어를 모두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보도 혹은 매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제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매체에 관해서는 이탈주민 관련 

보도의 공격성이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형태를 비판하 고, 무엇보다 가십거리

로 젊은 여성 위주의 방송을 하는 것, 지나치게 동정적 시각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방송 노출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에 관해서는 ‘탈북자’의 부정적 어감에 동의하는 

답변이 많으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은 응답자도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나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지칭어 어감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북한이주민’의 경우 

‘북침’, ‘남침’의 경우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탈북자’가 대한 부정적 어감을 보인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새터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7.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 혹은 매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어 인식에 대한 설문과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탈북

자’를 대신할 용어로 ‘새터민, 북한이주민,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탈북자, 귀순자’ 

순의 응답이었다. 그러나 ‘새터민’은 이탈주민 단체의 반대로 다시 공식어가 되기

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고려하면 ‘북한이주민’이나 ‘탈북민’ 정도가 대안으로 남는

다. 그러나 설문 응답에서도 드러났든 ‘북한이주민’은 ‘이주’와 결합하는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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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한자어 구조라면 방향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줄임말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겠으나 ‘이탈’의 

공기어 의미운율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탈’이 아닌 ‘이주’를 선택하고 ‘북한’

의 자리를 대신할 단어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탈북자 단체

에서 제안하고 찬성한 ‘자유이주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듯하다. 현재로서는 

‘탈북민’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인 듯한데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고 본다. 

2.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제안과 검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보도의 언어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공기어

를 살피고, 그 결과 ‘이주’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지칭어를 제안하기에 이르 다. 

따라서 현재 비공식적이긴 하나 산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주’를 포함한 

지칭어들을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들 지칭어는 모두 공식 용어로 제안 

가능하다고 보아 검토하는데 대상은 ‘이주’를 포함하고 있는 ‘북한이주민’, ‘탈북

이주민’, ‘자유이주민’ 등과 ‘탈북민’의 네 지칭어이다.

먼저 ‘북한이주민’의 경우, ‘남침’이나 ‘북침’의 경우처럼 ‘북한’의 위치가 방향성

을 갖는 위치에 있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북한으로의 이주’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북한에서 온 이주민’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이 용어는 사단법인 <더나은

세상을 위한공감> 산하기관인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기관명으로 사용되고 있기

도 하다.19) 이 기관의 명칭이 ‘탈북’이나 ‘이탈’이 아니라 ‘이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 온 당신을 환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20)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기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식적 사용에 대한 

검토를 제안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탈북이주민’은 ‘탈북’과 ‘이주’를 함께 나타내는 절충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탈북’의 정체성과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탈북’의 공기어가 갖는 부정적 의미운율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19) 이 기관은 2003년 대구에서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비 리 기관이다. 
20) 허다연, 김종현, 최일화, 김승 , 노민우, 김은 , 이현석, 김성아, ｢남북 청춘, 인권을 말하

다｣, 한티재(2015).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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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유 이주민’의 경우, 2001년 탈북자 단체에서 직접 제안한 용어라는 

면에서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용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종교와 관련되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용어든 공식적으로 제안되고 채택이 된다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용어도 가능한 제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약어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탈북자’의 ‘자’를 ‘민’으로 대체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3음절

로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코퍼

스 분석 가능한 수효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탈북’의 공기어가 

갖는 의미운율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제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탈북’의 공기어가 

가지는 부정적 의미운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탈북’을 배제하고 ‘이주’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 다. 또한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가 한반도 내의 탈북자와 외부의 탈북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용어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하 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에 ‘이주’가 포함된다면 국외 탈북자에 

대한 지칭어도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부터 가능함을 사라 헨드런이 보여주었다.21) 우리 사회도 중지를 모은다면 북한이

탈주민이라는 우리 사회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질적으로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21) “뉴욕의 장애인 마크가 달라졌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쿠키뉴스 2014년 7월 30일자 

기사

사라 헨드런은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의 예술과 공공 역 프로그램에 소속된 예술가

이자 연구원이다. 그는 기존의 장애인 표지가 갖는 수동성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능

동적인 모습의 장애인 심벌을 제안하 고 2014년 7월 뉴욕 주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장애

인 심벌을 교체하 다. 아래 왼쪽의 표지가 오른쪽의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만은 않은 변화라고 생각된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551020&code=41131511&cp=n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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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지금까지 대규모 코퍼스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의 언어를 실제적 

양상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언어의 

분석을 시도한 까닭은 그것이 남한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있는 그대로의 보도 언어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언론 보도는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인식의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그동안 북한이

탈주민 연구에서는 진행된 바 없는 코퍼스언어학의 논의이며 또한 사회언어학의 

차별어 논의 진행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의 언어를 살피기 위하여 우리는 고려대학교 전자인문

학센터의 <물결21>코퍼스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 코퍼스는 조선, 중앙, 동아, 한겨

레 등 4대 일간지를 수집하여 가공한 언어 자원으로서 매년 전년도의 기사를 추가

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13년(14년치)에 이르는 모든 기사를 포함하여 현재 코

퍼스 규모는 총 6억 어절에 이른다. 여기에서는 웹기반 코퍼스분석도구가 제공되

고 있는데 그것은 단어 빈도 차트, 공기어 분석 도구, 용례검색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북한이탈주민 보도 언어의 분석을 위해 이 도구들을 십분 활용하 다. 

먼저 이 도구를 활용하여 검색 대상어의 사용빈도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대상어

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할 수 있는 명사들이다.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킬 수 있는 

명사로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등을 선정한 후 용례 빈도를 조사하 다. 

이들 단어의 사용빈도는 전체적으로 관련 보도량 증가에 비례하지만 ‘새터민’, 

‘귀순자’ 등은 ‘탈북자’, ‘탈북민’에 비해 사용 빈도가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 과정에서 ‘귀순자’, ‘새터민’, ‘탈북자’ 등의 용어가 갖는 사회적 함의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인 지칭어는 ‘탈북자’이고 절대빈도

에서 비교가 되진 않으나 최근 들어 사용빈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는 ‘탈북

민’임도 확인하 다.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사용 빈도를 확인한 후, 관련 보도 언어의 실제적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우리는 이 단어들의 공기어를 살펴보았다. 공기어란 대상어와 같은 

문맥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를 의미한다. 문맥은 문장, 문단, 텍스트 등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장을 문맥으로 삼고 있는 공기어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북한이탈

주민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한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가를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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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공기 관계의 정도(대상어와 공기어 사이의 연관도)는 t-점수(t-score)로 판

단하는데 공기어의 품사에 따라 t점수 순으로 상위 25위까지를 살핀 것부터 100위

까지를 살핀 것까지 다양하 다. 

한 문장 내의 공기어는 문장 내의 모든 명사를 대상으로 한 것과 문장 내의 

5가지 품사를 대상으로 한 두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5품사를 살피는 방식을 선택하

다. 이에 따라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실제 보도에 사용된 

언어의 양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의 

공기어에 대하여 연도별 변화 추이도 보일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한이탈

주민을 가리키는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자 등과 공기하는 다섯 가지 품사를 

일람할 수 있도록 정리하 다. 

공기어는 절대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보도 보도량의 증감에 따라 수효 변

화를 보 다. 또한 연도별로 수량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가리

키는 네 단어 간에는 공기어의 내용에서도 일정 부분 차이를 보 다. 특히 공기어 

간에 비교할 만한 수효가 되는 ‘탈북자’와 ‘새터민’의 경우 공기어 각각의 품사들 

중 특히 동사나 형용사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동일한 대상인 북한이

탈주민을 지칭하는 ‘탈북자’와 ‘새터민’이 공기어에서 차이를 보 는데 우리는 이

것이 지칭어의 사회적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 다. 부정적 의미운율

을 갖는 공기어가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는 것은 이러한 지칭어의 사용을 자제할 

만한 언어적 근거로 삼을 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탈북자’의 경우 부정적 어감과 인식 등을 이유

로 ‘이주’를 포함하는 지칭어가 제안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탈북’, ‘이탈’, 

‘이주’의 공기어 의미운율을 분석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 다. 각각의 공기어를 

살펴본 결과 세 단어의 공기어가 보이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것은 

새로운 제안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이주’의 공기어는 ‘탈북자’의 공기어보다 ‘새

터민’이나 ‘다문화’의 공기어와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가 ‘이주’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언어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어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로 ‘새터민’을 1위로 선택하고, 2위로

는 ‘북한이주민’을 선택함으로써 ‘이탈’과 ‘이주’의 공기어 의미운율에 대한 감각

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로 우리는 ‘이주’가 포함된 새로운 제안을 해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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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단체에서 

이미 사용을 제안한 바 있는 ‘자유이주민’도 다시 한 번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고 판단하 고, ‘북한이주민’, ‘탈북이주민’, ‘탈북민’ 등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하 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도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를 대상으로 빈도와 공기

어를 살피고, 이후 관련어의 의미운율을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분석이 정

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 으며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나 대중의 접촉이 잦은 방송

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 다. 그러나 이 논의는 북한이탈주민 보도 언어의 

실제적 양상을 그대로 보 다는 데에 일차적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

민 지칭어의 언어적 근거를 마련하 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에 코퍼스언어학과 PC어 논의를 접목한 것도 하나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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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부의 신진 연구과제로 ‘북한이탈주민 관련보도의 언어적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북한이탈주민 인식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바쁘시

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에 유익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대학교 강사 최유숙 올림  

 1.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다음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말에 대하여 

(   )안에 모두  (√)를 해 주십시오.

1) 귀순자   (    )      2) 새터민        (    )     3) 탈북자       (    )

4) 탈북민   (    )      5) 북한이탈주민  (    )     6) 북한이주민   (    )

 2. 어떤 경로로 위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경로를 표시해 주시고 6)에 해당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문     (    )       2) 방송     (    )          3) 인터넷포털   (     )

4) 페이스북 (    )       5) 트위터   (    )          6) 기타         (     )

 3. 1번의 용어 중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순으로 숫자를 써 주십시오.

‘새터민’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새터민’에 ①을, 가장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⑥을 

기입하면 됩니다.

새로이 제안하고 싶은 용어가 있다면 7)에 써 주십시오.

1) 귀순자  (    )        2) 새터민    (    )          3) 탈북자     (    )

4) 탈북민  (    )        5) 북한이탈주민 (     )      6) 북한이주민 (    )

7) 기타(제안)  (    )

 4.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하여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탈북자’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이탈’을 뜻하는 ‘탈(脫)’과 사람의 비하하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자(者)’로 인하여 

부정적 어감을 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1)  (     )        2) (    )      3)(     )      4)   (    )       5) (   )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5. 탈북한 북한 주민의 법률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그런데 관련 학계에서는 ‘북한이주

민’이라는 용어가 제안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이유보다 

주로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하므로 ‘이주민’의 성격을 띤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     )        2) (    )     3)(     )      4)   (    )       5) (    )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6.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말을 들으면 연상되는 단어를 모두 써 주십시오.

[                                                                  ]

 7.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 혹은 매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제안 사항

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

 ※답변하신 귀하는 (남성, 여성)이고 연령은 (      )세입니다.

- 충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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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①: 설문 주관식 6번 답변 요점

북한과 탈북과정 관련 탈북과 남한 생활 관련

이산가족(4) 공산주의(4) 탈출(12) 가난(16) 　
목숨(2) 사투리(3) 　 도망(8) 고통(7) 　
군사 군인(2) 　 도피(4) 고난(6) 　
역경과  고난 수용소(2) 　 이탈(4) 고생(5) 　
전쟁 지뢰(2) 　 생존(3) 위험(5) 　
주민 철책(2) 　 총살(3) 상처(2) 　
배(3) 인민군 　 도주(2) 궁핍 　
탈북(2) 공산당 　 강제 빈곤함 　
청둥오리 공안(3) 　 노크 생계곤란 　
강 북한말 　 떠남 생활고 　
군사분계선 북한인 　 망명 소외 　
귀순 빨강 　 항 아픔 　
난민 숙청 　 범죄 억셈 　
난민지위 스파이 　 싸움 죄인 　
남북간의 분단과 대립 인민군 　 억압 차별 　
남북관계 탄광 　 이별 낙인 　
북송 대사관(2) 　 벗어나다(2) 피곤 　
분단 사회주의(2) 도망침 곤란 　
총 반독재 　 떠나다 어려움(2) 　
탈옥 노동개조 　 분리하다 가난하다 　
처벌 농사 　 이탈하다 가난함 　
남자 민둥산 　 쫓겨옴 고됨 　
도탈 이념 　 굶주림 다름 　
　 친일청산 　 고생함 생활 어렵다

　 별 　 어울리지 못함 어눌 　
　 　 어쩔 수 없다

　 　 힘듦(3) 　
　 　 배고픔(2) 　
　 　 경제적 피폐

　 　 부적응 　
　 　 어렵다 　
　 　 슬픈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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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관련 남한  주민의 탈북자 인식

청년 　 경계 　
새터민(3) 　 무서움 　
자본주의(2) 거부감 　
국정원 　 낯섬(섦) 　
탈북민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 　
탈북자 정착 정책 소외되었다 　
포용 　 안쓰러움 　
동포(23) 　 안타까움 　
가족 　 불쌍하다(7) 　
도움 　 편견(2) 　
민족 　 이질감(2) 　
새터민 지원 가난한 사람 　
일자리 　 부정적인 이미지 　
재기 　 북한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 도망친 것 　
적응 　 북한에서 온 사람(비하의 의미 느껴지진 않는다)

정착 　 북한을 버리고 도망온 사람들 　
행운 　 북한의 사회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친 사람들

정부지원 　 북한이 안좋아서 탈출 　
해탈 　 북한 사람(5) 　
다행이다 　 간첩 　
돈(2) 　 이탈자 　
방송(2) 　 체제부적응자 　
교육 　 도망온 사람 　
사회도움 　 도망자 　
상대적 행복 외국인 　
아기 　 외부인 　
지원 대상자 우리와 다른 사람 　
학교 　 남의 나라 사람 　
남남북녀 　 소수 　
경제 　 생계수단 　
언어차이 　 부정적(3) 　
거래 　 궁금 　
자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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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②: 설문 주관식 7번 답변 요점

매체 관련 용어 관련

- 미모의 젊은 여성중심 보도

-지나치게 여성 중심 방송 북 여성에만 초점

- 매체에서의 이탈주민은 외국인으로 보일 

정도

- 매체가 공격격

-방송이 색안경 끼게 만듦 인권존중하는 방

송이어야

- 감성 자극말고 현실감 있어야

- 방송이 무거워지는 느낌

- 가십거리로 소비 말자

- 인격적 존중 있는 보도(호기심 아니라)

- 매체로 인한 선입견 없도록 배려 필요

-북한을 싫어하게 만드는 용도의 탈북자 활

용금지

-부정적, 동정적 인식 깔린 방송. 감정에 치우침

- 지속적 관심 유도 필요

- 개인정보 노출 주의

- 동정적 표현 자제, 정치적 해석 지양

- 탈북 경로, 한국 적응 과정 등 전달 필요

- 객관적 보도 했으면

-일방적 도움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의 관심 필요

- 따뜻한 시선 필요

- 부정도 지나친 동정도 나쁨

- 여러 방면 교육 필요

- 북 출신이라는 게 문제

- 새터민이 적절할 듯

- 새터민, 탈북민의 순화어가 좋을 듯

- 새터민이 좋다고 생각

- 새터민 적극 사용

- 탈북자 부정적 어감 바뀌었으면

- ‘탈’이 ‘탈출’ 상기시켜 안 좋은 느낌

- 탈북자 대체되기를

-탈북자 부정적 사건과 결합하는 듯(사건사

고뉴스) 하나의 용어 필요

- 탈북자 부정적 어감

-탈북자, 별생각 없었는데 부정적으로 느껴짐

- 탈북자는 어감 안좋음

- 부정적 용어 개선 필요

- 지청어 신경 써야할 듯

- 순화어 필요할 듯

- 새로운 지칭어 고안 필요

- 이탈보다 이주가 좋을 듯

- 북한이주민, 새터민

- 비하 없는 용어 필요

- 이북,  한인 등 정치색 배제

- 이탈주민 노출은 필요

- 전체를 살피는 보도는 좋음

-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음

- 관심 없어 모르겠음

- 탈북자 어감 분석 불필요한 논의

- 북한이주민, 남침북침과 같은 문제 존재

(이주민)

- <북한이탈주민>명칭 처음들은-홍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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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북한 산업미술은 남한의 디자인(design) 분야에 해당하는 미술의 한 유형이다. 

북한 산업미술은 노동당의 문예정책과 경제정책의 접점에서 성장해왔다. 북한 산

업미술은 조형적으로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의 타 분야처럼 주체미술의 민족

적 양식을 토대로 발전되었고, 기능적으로는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당 정책 

과제를 수행하며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왔다. 북한 산업미술은 80년대 말부터 산업

경제 발전의 어려움으로 정체기를 보내다가, 21세기 전환기를 기점으로 조직구조, 

활동범위, 규모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 

디자인 변화에 향을 준 당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김정일 집권 시기(1994-2011)부터 김정은 시대

(2012-2015 상반기)까지 북한 인쇄매체 및 상매체에 소개된 디자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와 함께 디자인 관련 기사, 논설들을 찾아 시대별 전개과정을 살펴보

았다. 

과거 20년간 북한 산업미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 결과, 김정일 집권 초기에는 

북한경제 악화로 산업용도의 디자인은 침체되었지만 인민군의 군무생활과 관련된 

제품, 공간 디자인들은 과거보다 증가하 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후 21세기 

전환시기에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구상을 목표로 디자인 사례들이 증가하 고 

대규모 특별전시회가 개최되기 시작하 다. 김정일 집권 후반에는 북한 산업미술

의 과학화, 기술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국가 산업미술을 

총괄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중앙기관의 심의, 등록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해마다 열리는 국가산업미술전람회를 통해 경제발전 

성과의 일부로 디자인을 매체에 홍보하기 시작하 다. 2012년 이후 연도별로 전람

회에 전시된 디자인 작품들을 살펴보면,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람회는 국가 상징

류 디자인과 현대 디자인을 함께 전시하여 역사적 뿌리, 국가의 전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2013년은 김정은이 세계화를 구호로 내건 해이며, 

북한 지도자가 직접 지도한 디자인작품들을 선보이며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한 

디자인들을 전시한 해 다. 2014년도에는 새로운 건축디자인 작품들이 증가하

고, 국산 제품들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2015년도 북한 

국가산업미술전람회는 다른 해보다 김정은이 지도한 작품들이 많았고 실현된 제

품도안들이 다수 전시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일부 작품에서는 해외 브랜드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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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방되어 있고 지적재산 보호·통제 관리 면에서 허술한 특징을 관찰하여 북한 

산업미술이 문화-기술의 불균형, 발전-후퇴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 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북한 발행 정기간행물들과 방송에 소개된 디자인전시회의 

5천여 개 작품들을 중심으로 두 시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두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으로는, 디자인의 수요-공급 구조가 단순한 하향식 구조에서 

다원화된 경쟁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사회 내부의 시장경제 변화, 

외부문화 유입의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석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북한은 자국

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상표와 디자인은 보호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내부

에 해외 디자인 침투에 대해 법으로 차단과 검열·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차이점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반 하는 사상성

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이며, 현대적인 심미성이 디자인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북한 산업미술이 세계화,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것과 연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북한은 조형적 

측면에서는 조선화를 기초로 하는 주체미술의 민족화법을 버렸다기보다는 디자인 

스타일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두 시대의 공통점으로는, 김정일, 김정은 시대 모두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소비

자 혹은 사용자의 취향을 반 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미적 취향과 

국가가 제시한 목표에 맞춰 디자인을 창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하나

의 디자인 총괄조직을 통해 중앙집권식 디자인 진흥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여겨진다. 

2000년 이후 북한의 디자인 창작기관들은 과거에 비해 수적으로 늘어나고 전문

화되었지만, 아직도 평양에 위치한 내각 산하의 산업미술창작사들과 대학들, 일부 

산업미술창작사들, 기업소들이 주요 디자인 과제들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 

산업미술창작사와 건축설계소들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디자인 수요-공급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어 산업미술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지도자의 교시에 의해 산업미술의 창작

원칙이 세워지는 것과 당 정책에 의해 수요가 생성되고 중앙중심의 배급식 공급구

조를 유지하는 것, 해외 정보가 차단된 것이 북한 디자인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된다

고 평가하 다. 

주제어: 북한 산업미술, 디자인,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주체미술, 지적재산권,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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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북한은 서구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미술의 장르를 순수예술과 구분해 ‘산업미술’

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산업미술은 산업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미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북한은 산업미술의 기원에 대해 항일무

장투쟁시기 김정숙이 도안한 수공예 도안(圖案) 작품들, 유격대 군복 도안에서 

디자인이 시작되었다고 설명 한다.1) 또한 북한은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 

김일성의 지시로 창작된 국가 주요 상징 도안들과 김정숙의 지도로 창작된 인민군 

군복, 직급표식 도안들도 디자인 역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설명 한다.2)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은 1770년대 국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 시대부터 출발한다. 존 헤스켓(John Heskett, 2004)의 경우 후기 중세

시대가 공예 생산방식에 토대를 둔 초기 자본주의 산업체제로 전환될 때 디자인이 

이미 출현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3) 그는 디자인이 공예에서 대량생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이윤 창출을 위해 제조 공정에서 디자인 창작 행위

가 분리된 시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존 헤스켓은 16세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장식용 문양(pattern)을 그리는 행위로부터 시작된 디자

이너의 활동은 서구 산업화 과정에서 제품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생산을 위한 표준 규격을 만드는 것에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 다

고 설명 한다.

1) 북한은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은 2012년 4월에 김정은 시대 신축된 국가산업미술중심(국가

디자인센터) 건물에서 대규모 산업미술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북한 디자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록물 부분과 현대 디자인 작품들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언론에 소개된 

작품 중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은 김정숙의 수예 작품인 <조국의 진달래(1937)>, <무궁

화삼천리>이며, 창작가의 진위를 알 수 없는 <항일유격대 깃발>, <항일유격대 군복과 모자> 
와 <군용가방>, <아동한복> 사진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조선중앙TV(2012. 4. 10) 방 물의 해설 참조.

2) 북한의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역사 기록물들은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작품들로 구성

되었는데,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1층 전시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무장

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백두산3대장군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산업미술부문에

서 창작한 1,700여점의 각종 도안과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었다”라고 설명하 다.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국가산

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 다”, (2012. 4. 11), 1면.
3) John Heskett, 정무환 역, 산업 디자인의 역사(서울: 시공사, 200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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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헤스켓은 디자인은 기업과 지역산업 성장에 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거 각국의 

사례를 통해 디자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7가지로 정리하 다. 국가 차원에서 

디자인은 ①해외시장에서 자국의 상품 경쟁력을 높여 국가 수입을 증대하는 수단

이며, ②전시회 등 진흥사업을 통해 무역 역량 강화와 국위를 드러내는 도구이며, 

③전쟁, 군비 경쟁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④국가 

경제의 자급자족 수준을 높이는 정책 수단, ⑤민족주의적 특성과 경제적 이익의 

결합 방법, ⑥정치 선동 수단이며, 마지막으로 ⑦세계화를 위한 상공업 진흥 수단 

이라고 그는 설명 한다.4) 그의 주장처럼 디자인은 미적 창작 행위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본적 역할 외에도 국가의 경제 성장, 정치 선전, 군사력 증진, 문화 

우월성 표출을 위한 수단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쟈크 지안(Jacque Giard, 1996)은 국가 디자인진흥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는데5) 이 중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를 국가통제적 모형(statist model)이라고 

규정하 다. 소련의 경우 1920년 산업에 투입할 양질의 미술가들을 양성하라는 

레닌의 지시에 따라 회화, 조각, 응용미술, 건축학교들을 통합하여 국립고등미술기

술학교(Vkhutemas)6)를 설립하는 등 공산주의 체제 초반부터 국가 주도로 디자인 

인재 육성과 산업연계 진흥정책을 펼쳤다. 소련은 디자인설계를 국가 주력 분야에 

활용하여 국제박람회장에 산업제품들을 선보임으로써 국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도 활용하 다. 또한 소련은 냉전시대 국방 분야와 우주탐사 설계 분야까지 디자인 

개입을 확대하 고(John Heskett, 2004: 224), 196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러

시아산업디자인연구소(Russian Research Institute for Industrial Design)라는 전국 산

업미술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관도 설립하 다. 소련과는 달리 동유럽의 폴란드, 

4) Ibid., pp. 205-224.
5) 쟈크 지안(Jacque Giard, 1996)은 국가의 디자인 진흥정책을 유형에 따라 4가지 모델로 제시

하 다.
그가 제안한 모델은 중앙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고 디자인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특성을 갖는 

‘국가통제적 모형(statist model)’, 정부와 기업이 주요 정책에서 협력하는 ‘중도주의적 모형

(centrist model)’, 정부위임의 민간조직 주도로 발전된 ‘위임적 모형(developed model)’, 기업

주도의 ‘간접적 모형(indirect model)’이다. 이 중 국가통제적 모형(statist model)은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김종균, 장호익. “선진국 디자인진흥체제의 유형분석과 한국의 발전방향연구”, ｢디자인학연

구｣(2009); 최희선,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서울대학교, 2015), p.53 
재인용. 

6) 국립고등미술기술학교(Vkhutemas)는 1930년 정치적 이유로 6개 학교로 분산되었는데, 이 분

산된 학교 중 모스코바장식응용미술연구소(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Декоративного и Прикла
дного Искусства)에서 디자인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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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90년대 말부터 

디자인에 대한 정부 개입을 시작하 다. 이들 국가들은 국립디자인센터를 설립하

여 디자인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7)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직후인 1979년 중국산업디자인협회(China 

Industrial Design Association)가 민간조직으로 민정부에 등록되면서부터 디자인 활

동이 본격화 되었다. 중국은 특히 2010년 공업정보화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

부, 상무부가 합동으로 <산업디자인발전 추진을 위한 지침서>8)를 발표한 이후 

이 지침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디자인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침서에서 산업디자인은 지도사상으로 등소평(鄧小平)이론과 ‘3대 대표 중요 사

상’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정부의 지원과 시장 조절의 결합을 유지하며 산업디자

인 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준다고 명시하 다. 이처럼 중국은 사회

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통제적 모형(statist model)과 자본주의의 중도주의적 

모형(centrist model)의 중간 지점에서 디자인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산업미술은 소련처럼 국가통제적 모형으로 국가 계획경제 범위 안에서 

발전되었다. 북한 산업미술은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계획경제에 의해 

공업제품의 생산, 분배를 중앙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 소비자로부터 디자인의 

수요와 공급이 발생되지 않는 공통점을 지녔다. 북한과 사회주의국가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민족주의적 조형성을 강조하고, 국가경제의 자급자족 수준을 높이는 정

책 수단으로 디자인을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북한 산업미술은 민족적 형식을 반

하기 위해 김일성 통치 시기부터 조선화를 중심으로 하는 주체미술 화법(畵法)을 

토대로 제품의 장식, 형태를 창작하 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 공업발전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었다.9) 

북한 산업미술은 노동당의 문예정책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산업정책 접점에서 

발전되었다. 북한은 국위 홍보와 내부 산업진흥을 위해 디자인전시회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21세기 이후 북한은 국가산업미술전시회들의 규모를 점차 확대

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북한은 가구·일상품디자인전람회, 군수공업 생활필수품 

7) 최희선, 송하동, 윤병문, “OECD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례연구에 따른 한국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35권 3호 (2013), pp. 315-345.
8) 중국은 공신부연산업[2010] 390호에서 “개혁개방 이후, 우리 국가의 산업디자인은 크게 발

전했다. 현재, 디자인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특히 경제수준이 발달한 지

역에서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디자인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 
9) 정관선, 평론 “산업미술창작에서 당정책선전과 현실침투 문제 - 산업선전미술을 중심으로”, 

｢조선예술｣(1970. 3), pp.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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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평회 등을 기획하여 상공업 진흥에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존 헤스켓의 설명을 빌면, 북한은 자국의 체제 우수성 과시와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 자급자족 경제 구축의 수단으로 산업미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고 설명할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 북한의 산업미술은 시각적으로도 과거의 민족화 양식에서 탈피

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 다. 최근 북한의 각종 문화시설 및 상업시설에 고유 

브랜드인 상징 마크들이 만들어지고, 다른 문화권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건축물

과 실내외 장식,  가구들이 창작되기 시작하 다. 또한 생활필수품 디자인도 물품 

배급시대보다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운송관련 자동차 

도안도 과거 기술적 후진성을 탈피해 첨단장비가 갖춰진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디자인 향상이 산업 발전, 생활 향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북한산 제품의 디자인 변화가 실질적인 소비문화의 변화를 반 한 것일

까? 북한의 국  기업소, 공장들이 시장경제 이행과정에서 디자인을 통해 실질적

인 이윤을 창출하 을까? 북한의 내부 시장화 확대에 따라 디자이너들이 자발적으

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 산업미술의 최근 변화에 대한 의문을 갖고, 구체적인 

디자인 사례들을 통해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생활수준, 산업발전의 정도, 기술수준

이 어느 단계에 이르 는지 살펴보고 변화 내용과 그 배경이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과거 20년 동안 시대별 대표적 디자인 작품들을 찾아보고, 북한

의 창작 의도가 무엇이며 북한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해 연구자가 얻고자하는 바는 문헌중심 북한 연구에서 부족한 시각

적 사례들을 관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북한미술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디자인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북한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 접점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북한 산업미술에 대한 개념

정의, 창작배경, 디자인의 유형을 소개하는 기초적인 이해 부분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과거 20년 동안 북한의 인쇄 및 방송매체에 소개된 디자인 사례들을 조사하

는 내용으로 시대 순으로 변화 과정을 정리하 다. 마지막 부분은 현재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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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권력 계승 전후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연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연구방법 및 범위 설정  ▶ ▶5장. 디자인 변화 분석

3장. 김정일 
통치 시기  
(1994. 7-
2011. 12:
유훈통치
기간 포함)
디자인 
사례연구

디자인 내용 변화 
디자인변화

원인 고찰

공업미술도안
(운송·기계류디자인) - 정치적 관점

- 사회문화 관점
- 경제적 관점
- 기술적 관점

2장. 
북한

산업미술
이해

(디자인
개념,
창작 
배경, 
유형 
분류)

제품형태도안
(제품디자인)

거리장식도안
(도시환경디자인, 
간판디자인)

건축장식도안
(건물외벽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조명디자인)

방직미술·의상미술도안
(텍스타일·패션디자인)

상업미술도안
(상징마크·포장·광고·
디스플레이 디자인)


기타

(컴퓨터 글자체디자인, 
배경미술 등)

6장. 결론 도출

4장. 김정은
집권 이후
(2012. 1-  
2015. 6)
디자인 
사례연구


- 두 시기 특징,
  차이점 및  
  공통점 고찰
- 결론 제시  

디자인 주변 환경 

인쇄매체 관련기사 빈도

국가전람회 출품작 규모

산업미술 창작조직 

산업미술 행정기관 변화

<표 1> 연구 내용 및 구조

  



728 신진연구논문집

본 연구 과정 중 핵심 부분은 1994년부터 2015년 동안 북한 인쇄매체 및 상매

체에 소개된 디자인 사례들을 수집해 세부 역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과 형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북한특수자료센터에 소장된 북한 신문, 전문잡지, 

미술연감, 작품 도록집과 온라인에 공개한 조선중앙TV의 방송 프로그램들도 참조

하여 북한 산업미술 사례들을 수집하 다. 

북한의 산업미술 구분은 1986년 발행된 김정일의 문예이론서인 공예 및 산업미

술 창작이론10)에서 언급된 방직·의상미술도안, 상업미술도안, 장식미술도안, 공

업 형태도안, 건축장식도안을 기준으로 정리하 다. 또한 21세기 이후 북한에서 

새롭게 등장한 산업미술 분야가 무엇이었는지 조사하여 컴퓨터 글자체디자인, 배

경미술 등의 사례들도 조사하 다. 

연구에 참고한 자료들 중 ｢노동신문｣에서는 산업미술에 대한 당 정책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선문학예술년감11)에서는 산업미술 관련 전시들과 작품

들, 교육기관 및 창작기관의 소식을 수집 할 수 있었다. 2013, 2014년 연감자료는 

참고하지 못하 고, ｢조선예술｣에서 이 기간 동안의 디자인전시회 소식과 평론들

을 참고하 다. 또한 북한 ｢조선건축｣과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2014년 제14차 《5.21 건축축전》 작품집을 통해 최근 북한의 실내장식설계

(Interior design), 가구설계(furniture design), 울타리 설계(fence design)의 특성과 디

자인 변화 등을 조사하 다. 이 외에도 산업미술의 교육에 대한 기사를 접할 수 

있는 ｢예술교육｣과 산업미술에 대한 교양 기사를 싣는 ｢천리마｣를 참고하 다. 

북한 관련 사진 작품집 중 닉 댄지거(Nick Danziger)의 Above The Line: People 

and Places in the DPRK(North Korea)12)는 2013년 북한의 일상 생활상을 살펴보는

데 참고 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10) 박현종·김순 , 공예 및 산업미술 창작리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리론총서 

30(평양: 문예출판사, 1986). 
11) 1994-2015년 동안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문학예술년감들은 설명하는 해당 년도에서 평균

적으로 1.67년 이후에 출판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필자의 발행년도 조사 결과). 
12) 닉 댄지거(Nick Danziger)는 2013년 평양, 남포, 원산, 사리원을 방문해 Above The Line: 

People and Places in the DPRK (North Korea)(London: British Council, 2014) 작품도록을 출

판하 는데, 그의 작품사진 150점에서 북한 산업미술 도안들이 생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제품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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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료명 발행사항 발행년도

1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1961 - 2015. 6

2

조선문학예술년감 199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년도 순으로) 1995 
1999, 2000, 2001, 2002, 
2004, 2005, 2006, 2008, 
2009, 2009, 2010, 2011, 

2011, 2013

3 조선예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4. 8 – 2015. 6

4 예술교육 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1994. 8 – 2015. 6

5 천리마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4. 8 - 2015. 6

6 조선건축 평양: 공업출판사 2012-2015. 2호

7 제14차《5.21 건축축전》작품집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4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9

기
타

2012년 이후 방 된 조선중앙TV에 소개된 디자인 사례들과
해외에서 출판된 북한 사진 작품집 참고 

<표 2> 북한 산업미술 연구 자료들

연구 결론에서는 김정일, 김정은의 집권 시기에 창작된 산업미술의 변화를 통해 

두 지도자 통치기간의 북한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는 

국내외 북한연구 학술논문들과 관련 단행본들을 참고하 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북한미술의 경우 2014년 상반기까지 남한에서 연구된 주제를 분석하면, 북한미

술의 일반 개요(25%), 문예이론 및 미술이론(17.6%), 초·중등과정의 미술교육 및 

교과연구(10%), 미술가 및 단체(9.4%), 미술역사(7.7%), 미술작품(7%), 문예정책

(5.3%), 전통미술 및 문화재(5.3%), 기타 (12.7%) 순으로 북한미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13) 하지만 남한의 북한 산업미술 

연구는 해방 후 2015년도 상반기까지 학술논문이 몇 편밖에 없을 정도로 그 수가 

제한적이었다. 

13) 최희선, op. cit.,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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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수(비율)

디자인관련법 남북 디자인관련법 비교 3 (20%)

디자인정책 남북 디자인정책 비교 1 (6.6%)

디자인이론 주체미술론,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 2 (13.3%)

디자인특성 북한 특성, 남북교류 2 (13.3%)

시각분야(북: 출판미술, 아동 화) 선전화, 신문편집, 캐릭터 분석 5 (33.3%)

제품형태미술, 공업미술 및 상업 미술 - 0%

공간분야(북: 건축장식미술, 
거리장식미술) 

(건축물 제외) 0%

디지털분야(북: 콤퓨터미술) 웹디자인 동향 분석 2 (13.3%)

디자인산업 - 0%

<표 3> 남한의 북한 산업미술 연구(2015년 상반기 기준 발표 및 게재논문 포함)

*최희선(2015), p.31 표를 인용해 2015년 기준으로 재 작성. 

2015년까지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발표 자료까지 합치면 약 15편이 

되며, 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위의 표를 통해 남한에서 

북한 산업미술 연구들은 지식재산권의 남북 법제 비교연구와 선전화, 웹 디자인 

등 시각디자인(graphic design)의 작품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 중에는 권승희(1996)의 남북한 신문의 편집디자인 조형성 비교 

연구14)와 박암종(2014)의 북한 선전화 발전 과정을 연구처럼 디자인 사례를 통한 

연구15)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진홍(1999)의 연구16)가 흥미로운데, 그는 사상

성, 혁명성, 인민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cialist realism)가 실용성을 

강조하는 북한 산업미술의 창작이념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하 다. 

<표 3>에서 보듯이 북한의 공업과 상업과 관련된 제품디자인, 상표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다만 최희선(2015)의 연구 내용 중 ‘남북한 디자인 

비교·분석’의 일부분에서 분단 이후 북한 산업미술사에서 중요시 되는 소수의 제품

디자인, 상표디자인, 공간디자인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최희선(2015)은 

교육체계, 지원조직, 관련법률, 정책결정체계 등을 디자인정책의 관점으로 남북 

14) 권승희, 남북한 가로짜기 신문 편집디자인 비교 연구 : 일간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5) 박암종, “북한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70-2000년대 선전화를 중심으

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4집 1호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4. 1), pp. 851-862.
16) 김진홍, “북한 미술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산업미술의 관계”, ｢북한연구 2｣, (명지대학

교 북 한연구소, 1999. 12), pp. 4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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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비교 하 는데, 북한이 일당국가 체제에 의한 하향식 정책결정 체계

(top-down system)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 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필자는 북한 산업미술 연구는 양적으로도 극히 미비할 뿐 

아니라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관찰되었다. 연구 주제어로 비율

을 구분하면 전체 북한미술 연구들 중 약 5%만이 북한 산업미술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일 문예이론총서인 공예 및 산업미술창작리론에서 언급한 

북한 공업제품도안, 의상도안, 방직도안, 실내건축장식도안, 상표 및 포장도안 등 

북한 디자인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연구가 부족함을 느꼈다. 

필자는 북한 산업미술의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남한

의 북한 연구는 북쪽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의 일부를 통해 전체상황을 유추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산업미술이 내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최근 일로 응용미술에 대해서 다룬 자료가 많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한에서 산업미술 자료들을 접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데이

터화하는 연구과정에서 절차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은 상표, 포장, 의상, 제품 디자인 등 선행연구들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하여 다양한 분야를 다루도록 연구 범위를 설정하 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북한미

술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응용미술 논의에 희소적 가치를 지니며, 

북한 디자인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공업미술, 상업미술, 건축장식미술, 거리장식미

술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분야를 세분화하는데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 보듯이 이제까지 남한에서 북한 디자인의 수요-공급 구조가 어떻

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디자인산업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필자는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필수품과 국가 운 과 관련된 주요 디자인을 구분해 연구해 보았다. 

제2장 북한 산업미술(디자인)의 이해

제1절 북한 산업미술의 개념 변화

남한에서 디자인(design)은 외래어 수용과 표기규범의 시대변화에 향을 받아 

미술학제의 틀 안에서 ‘도안-응용미술-산업미술-산업디자인-디자인’으로 변화되

었다17). 남한에서 이 외래어는 디자인 고등교육을 받은 1세대 디자이너18)의 증언

과 디자인기관19)의 진흥사업 명칭들을 통해 70년대부터는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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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남한의 일상생활에서는 디자인을 외래어 

발음 그대로 표기해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미술은 남한의 외래어 ‘디자인’과 유사한 개념을 갖는 용어이다. 

북한 산업미술은 1966년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의 작품의 세부 역으로 사용되었

고, 1968년 발간된 ｢조선예술｣ 기사20)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적어도 60년

대부터는 아래의 <표 4>처럼 국립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부 명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평양미술대학 남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도안학부
(평양미술전문학교의 개교(1947. 9. 7) 

때부터 도안학부가 독립학부로 
존재하 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변월룡의 편지를 통해 
한국전쟁 중인 1953년에 도안학과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

산업미술학부
*(60년대로 추정 ~ 현재)

도안과 (1946-1948)
▼

응용미술과 (1949-1983)
▼

산업미술과 (1983-1989)
▼

산업디자인과 (1989-1998)
▼

디자인학부(1998~현재)

<표 4> 남북한 국립미술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부명 변화 비교

*최희선(2015), p.24 표를 수정 후 재 작성. 

17) 최희선, op. cit., pp. 24-25.
18) 1958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1965년부터 동 학부 전임강사와 교수직을 역임

한 조 제(1935-현재) 교수는 강현주의 한국 디자인사 수첩(서울: 디자인플럭스, 2010)에
서 60년대에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일부 전문인들만이 사용했다고 설명하 다. 

19)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후반기인 1970년 5월에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 
Korea Design Packaging Center, 현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포장기술협회(1965년 조직), 한
국수출포장센터(1968년 설립)와 한국수출디자인센터(1969년 설립)가 하나로 통합된 정부 

산하 기관이다. 이 기관은 설립 초기인 70년부터 외래어를 발음 그대로 표기해 기관명에 

사용하고 있다.
20) ｢조선예술｣의 미술소식 기사에서 “ 화 및 무대미술, 공예, 산업미술부문의 미술가들도 전

람회를 위한 작품창작을 다그처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맞는 미술가들,” ｢조선예술｣(1968. 6), p.53.
또한 정종여도 1968년 ｢조선예술｣ 사설에서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가 이를 잘 말하여준다. 
이 기간에 조선화 화단에서뿐아니라 유화, 판화, 수채화, 무대 및 화미술, 산업미술 등 

각 부문에서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킬데 대한 수상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정

력적인 창조적 투쟁이 전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종여,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

키는 길에서-1954년 10월 조선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교시 15주년에 즈음하여,” ｢조
선예술｣(1968. 10),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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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과거에 디자인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도안(圖案)’이라는 단어

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도안의 개념은 시안(試案), 설계도(plan)처럼 

제품을 실제 만들기 위한 기초 밑그림, 제조 전 선행그림의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은 공업미술도안, 의상도안, 방직도안, 제품형성도안, 건축장식도안, 상표도안

처럼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세부 역을 가리킬 때 아래 <그림 1>처럼 다른 단어와 

합쳐져 합성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 1> 김일성 집권 시기 창작된 북한 산업미술 도안들

  *(좌부터) 작가 미상  <석유난로도안> 철제일용품 형태미술전람회 작품, ｢조선예술｣(1969. 12), p.81.
작가 미상 <석유난로도안>, ibid.

김봉일  <비행기, 버스 축전기념장식도안>, ｢조선예술｣(1988. 10), p.32. 
오 록·라실기  <축전거리장식도안>, ibid.

남북한의 디자인 개념이 다른데, 남한의 디자인은 사전적, 학문적 혹은 법제의 

용어 정의를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반면 북한 산업미술의 개념은 지도자가의 

지침이나 문예이론에 대한 견해가 사회에서 유일한 용어 정의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북한 산업미술의 특성 및 활동 규정은 지도자 정권 계승에 따라 조금씩 변화

되었다. 조선미술사 2에서는 전후 복구시기인 1954년부터 1966년까지를 북한미

술의 ‘사회주의미술의 전면적 건설시기’로 명명하는데, 그 당시 김일성은 산업미

술 특성에 대해 “북한의 공업, 북한의 기술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창작된

다”라고 기록하고 있다.21) 하지만 그의 집권기간 북한 산업미술은 경공업, 중공업 

제품들의 선행적 도안(圖案)의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북한 산업미술은 김일성 시대 공업용 응용미술의 개념을 넘어, 남한의 공공디자인

(public value design)처럼 국가 상징류 디자인 <그림 2>, 행사용 디자인 <그림 1>, 

21) 조인규, 김순 , 리철, 리임출, 박현종, 함인복, 홍의정, 조선미술사 2: 1945∼198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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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까지 그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다.22) 

<그림 2>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람회 1층에 전시된 디자인 기록 자료들

 *(좌) 김정숙 도안의 수예 작품으로 소개된 <조국의 진달래(1937)>, <무궁화삼천리>와 

항일유격대 깃발, 군복, 모자, 가방과 아동단복 사진들.

  (우) 북한이 김일성 지도로 창작되었다고 소개하는 <조선노동당 당기 도안>, 

조선중앙TV(2012. 4. 10).

북한 산업미술은 80년대 말부터는 김정일의 문예이론 총서인 공예 및 산업미술 

창작이론(1986. 6)의 개념 정의를 따른다. 이 문예이론서에서 “산업미술이란 한마

디로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외적형태와 내부부문들의 모양, 색채와 

장식 등 건축물의 내부비품들의 배치 및 생활환경을 사람들의 미학, 정서적 요구에 

맞게 실현하는 미술이다”라고 설명 한다.23) 이는 2010년까지 북한의 사전 정의와 

유사한데, 북한에서 발행한 과학백과사전(2010)24)에서도 “산업미술: 제품의 형

태와 색깔, 생활환경 같은 것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또는 쓸모 있게 만들거나 꾸리

는 등 산업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미술”로 뜻을 설명한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각종 매체의 사회문화상식(교양)에서 “산업미술은 공업제품

과 생활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며 쓸모 있게 만들고 꾸리기 위한 도안을 선행시켜

주는 미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산업미술 개념을 계승하며 

좀 더 적극적인 해설을 덧붙 다. 김정은은 국가산업미술중심25)에서 “산업미술은 

22) 북한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를 위해 한해 전인 1988년 <비행기, 버스 축전기념

장식도안>, <축전거리장식도안>처럼 행사용 조형물 및 환경미화용 도안들을 사전 개발하

여 전국산업미술전람회를 개최하 다.
23) 박현종, 김순 , 공예 및 산업 미술창작리론(평양: 문예출판사, 1986), p.178. 
24) 과학백과사전제2판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775.
25) 북한 국가산업미술중심은 2012년 4월부터 평양시 평천구역의 연건축면적 1만여 평의 신축 

공간에서 입주하 는데, 이 조직은 지식재산의 창작, 심의, 등록과 국제교류 등을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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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경제 강국 건설의 척후대’라며 중요성을 강조하 다고 전한다. 

김정은의 산업미술에 대한 생각은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국장인 리동찬의 조선중

앙TV와의 2012. 4. 27일 인터뷰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26) 그는 2012년 국가산

업미술전람회 전시장을 둘러보며 김정은이 다음과 같이 말하 다고 전한다.  

“산업미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척후대의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시

면서 나라의 산업미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

침을 주시였다.……김정은동지께서 산업미술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주체

적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업미술이 우리 인민의 생활

복리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추동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 되리라는 기대와 확산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의 위와 같은 “산업미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척후대”라는 

표현은 2012년 이후부터 사용되고 있다. 이 문구는 김일성시대의 ‘우리의 공업, 

우리의 기술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담보로 하는 예술적 도안27)’과 김정일 시대 

사용한 ‘강성대국건설을 추동하는 힘 있는 수단(2003)28)’,  ‘선군시대 경제문화발

전에 크게 이바지하는(2008)29)’이라는 표현 대신해 방송과 언론매체30)에 넓게 보

급되고 있다. ‘척후대’라는 용어는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인의 역할을 강조

한 표현법으로서, 디자인의 경제건설 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홍보포스터를 살펴보면 “경제건설과 인민생

활을 추동하는 척후대”라는 표현이 2013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포스터의 김일성

화를 대신해 산업미술의 공식 표어로 포스터에 중앙에 배치되기도 하 다. 

차원에서 추진하기위해 2010년 3월 김정일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전한다. 
김지 , ‘경제와 인민생활 추동하는 “우리 식 디자인”-령도자의 관심속에 발전하는 산업미

술’, 조선신보(2013. 12. 20), 2면.
26) 조선중앙TV(2012. 5. 6방 분).
27) 조인규, 김순 , 리철, 리임출, 박현종, 함인복, 홍의정, op. cit.,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118. 
28) “강성대국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 산업미술”, 노동신문(2003. 10. 2).
29) “선군시대 경제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전람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돐경축 

전시회”, 조선예술(2008. 12).
30) 로동신문 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 다”, 로동신문(2012. 4. 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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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김정은 집권 이후 개최된 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공식 포스터들

*(좌)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포스터 (조선중앙TV, 2012. 5.  6).

 (중) 2013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포스터 (조선중앙TV, 2013. 4. 29).

 (우)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포스터 (조선중앙TV, 2015. 4. 28).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미술은 과거 두 지도자들과 2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김정은 시대는 산업미술의 능동적 활동을 촉구한다. 북한은 ‘척후대’라는 

표현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 “공업, 기술,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창작되는 

미술”의 개념보다 산업미술 창작가와 관련기관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둘째,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미술은 과거보다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김정은은 

2012년 “산업미술과 연관되지 않은 단위가 없으며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노동신문, 2012. 4. 11, 1면)”라고 지적하 는데, 실제 

최근 북한 산업미술은 과거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매체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제2절 북한 산업미술 창작 배경

제인 포탈(Jane Portal, 2005)은 그의 저서 통제하의 북한미술에서 북한의 모든 

미술작품들은 독재자의 체제 유지를 위해 창작방법과 내용이 검열되고 관리된다

고 설명한다. 산업미술도 예외가 아닌데, 북한 디자인은 소비자 혹은 사용자 중심

으로 설계되지 않고 체제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으로 창작되어 왔다. 

북한 지도자들은 산업미술 창작에서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의 정치사

상을 강조해왔다. 김일성은 1954년 10월 ‘조선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담화31)’를 

통해 민족의 전통화법을 연구하라고 미술가들을 독려하는데, 196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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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국가미술전람회 방문 이후 모든 미술 분야가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

돼야 한다는 교시를 내린다.32) 그의 지시로 북한 산업미술은 60년대 중반부터 조선

화풍의 색채, 형태, 구성, 묘사 방법으로 창작하며 되었다. 조선미술사 2은 

1954-1966년 동안 경제발전과 문화혁명,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도안들이 북

한에서 활발히 창작되었다고 기록한다.

김정일은 주체의 산업미술을 더욱 강조하 다. 그는 “산업미술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한다33)”고 지시하며, 공

업도안은 사회주의 양식을 반 하고 이념에 맞는 물질문화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하 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나 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화가 엿보이는 

디자인 스타일을 철저히 배척하라고 지시하는데, 조선미술사 2는 1967-1982년 

시기 김정일이 “산업미술은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주체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그려야합니다. 산업미술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발전

시켜야 합니다”라고 산업미술의 창작과 발전 원칙을 지적하 다고 기록한다. 

김정은도 김일성부터 김정일까지 ‘문화혁명적 -조선적 -민족적 -주체적 -우리식’

디자인 발전 원칙을 유지한다. 그는 “산업미술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주

체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그 것이 사회발전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을 추동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 될 수 있다34)”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는 3대에 걸친 

북한 산업미술의 정치·사상적 배경을 집약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권동안 북한 산업미술의 정치·사상적 창작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된다. 

31) 정종여,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

키는 길에서-1954년 10월, 조선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 15주년에 즈음하

여”, ｢조선예술｣ (1969. 10), pp. 21-27.
32) 김일성은 “회화뿐만 아니라 화미술, 무대미술, 산업미술, 조각, 수예, 공예와 같은 미술도 다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 다. 김우선, “산업미술과 우리 생활”, 노동신문(1983. 11. 27), 4면.
33) 강진형, “산업미술은 경제건설의 힘 있는 수단-우리식으로 발전한다. 경공업미술창작사 일

군들과 나눈 이야기”, 노동신문(2002. 11. 3), 4면.
34) 하경호,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뜻 깊은 계기로 된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노동신문(2013. 5. 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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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배경 
(사회주의, 수령유일지배체제·주체사상)

시대 배경 
(21세기 정보화시대)

▼ ▼ ▼

사회주의 내용: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반
+

민족적 형식: 
조선화 기초의 주체적 창작

+
정책적 요구:

과학기술정보력35) 
강화 

▼ ▼ ▼

사상성
혁명성
인민성

 +
사회주의
실용성

+
주체미학의
심미성

+
과학성
기술성
현대성

<표 5> 북한 산업미술의 창작 배경과 원칙

*김정일 미술론의 산업미술 관련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 최희선(2015)의  p.46 표 재수정

북한 디자인은 지도자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성장하 다. 김일성은 정권 초기 

국가산업 기초를 세우는 과정에서 산업미술을 활용하 는데, 조선미술사 2에 

의하면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인 1948년 9월부터 산업성 경공업관리국 산하에서 

도안가들이 활동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36) 도안가들은 1951년 4월부터는 산업성 

경공업관리국이 경공업성으로 바뀌면서 산하에서 일하게 되었고, 6.25 이후 경제 

복구의 빠른 성취를 위해 중공업과 경공업, 방직 및 의상, 상표와 포장, 상업, 거리

장식 분야에도 투입되었다.37) 1955년에는 경공업성 경공업과학원 소속의 경공업

미술연구소가 발족되어 일상용품, 가구, 자전거, 의복 등의 디자인을 담당하게 하

다. 

김정일은 1974년 8월 경공업미술연구소를 독립된 조직인 ‘경공업미술창작사’로 

새롭게 개편하고, 일용형태 창작실(설계실)과 본보기 창작실(모형창작실)을 구성

하여 기념품, 상표, 포장, 일용품, 공업 도안들을 창작하게 하 다.38) 경공업미술창

작사는 80년대 지방 기업소나 공장에 국가가 장려하는 디자인을 보급하기 위해 

도안 표본집인 인민소비품본보기(1982)을 발간하고, 90년대 가방류 자료집인 

생활필수품형태도안 자료집 2(1993)39)을 출판하기도 하 다. 21세기 전환기 북

35) “왜 정보를 인류사회의 중요 자원이라고 하는가”, ｢천리마｣(2005. 2), p.91.
36) 조선미술사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p. 40-41.
37) Ibid., p.118.
38) 최희선, op. cit., p.78.
39) 리순희, 김원복, 김종수 심사, 생활필수품형태도안 자료집(2)(공업종합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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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미술 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정책의 일환으로 첨단 과학성, 기술성, 선진

성을 부각하며 컴퓨터 설계 교육과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그림 4> 전국산업미술전람회(1989, 2012)에 출품된 공업도안 형태들

*(좌 1: 시계방향) 198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 출품작, 리근배 <운반로보트(로보카) 도안> 

 (좌 2) 198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 출품작, 최치호 <수자조정 방전기공반 형태도안>

 (좌 3) 198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 출품작, 최룡운·박세권 <전자계산기수치조종 종합가공충성반> 

｢조선예술｣ (1989), pp. 30-31.

 (좌 4) 컴퓨터를 이용해 창작하는 산업미술창작가들, ｢조선예술｣(2012. 9), p.49. 
    (우)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련하기계> CNC공작기계들, ｢조선예술｣(2012. 

6), pp. 30-31.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현상은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컴퓨터 

디자인 기술은 21세기 초반에 급성장 되었고,40) 김정은 시대에는 디자인, 건축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2012년 국가산업미

술전시회는 수작업 대신으로 컴퓨터로 그려진 도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 고, 이 

전시회를 통해 북한은 컴퓨터로 설계한 작품을 모니터에 선보이기도 하 다. 김정

은 시대는 특히 기계 수치제어기술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41)’를 

40) 북한은 90년대부터 컴퓨터를 사용해 디자인을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예술년감 

2001에 컴퓨터로 작업한 고정백의 <<갈매기>콤퓨터서체도안>과 5개의 <콤퓨터 서재> 사
무가구가 전시회에 출품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2년에는 ‘콤퓨터 미술경연’이 열

어 150여 점이 출품되기도 하 다. 조선예술년감 2003(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41)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는 북한에서 ‘수자조종장치’로 번역된다. 2012년 국가

산업미술전시회에서는 CNC의 기술적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련하기계> 상업광고 포스

터가 전시되었다.
이 포스터에서 제2의 공작기계새끼치기 운동(1985. 6-1988. 9)으로 개발된 <구성 105호> 보
다 이전에 제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자조종후라이스반(1978)>, <구성 104-60호 수자조

정선반> 등이 소개되었다. 이는 김정은 시대 제어기계들의 과학적 발전이 김일성시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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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의 주요 기술로 부각시키고 이와 관련된 기계도안들을 매해 전시하고 

있다. 김정은은 인체공학에 의한 노동 경제성을 강조하고,42) 태양열 자동차를 디자

인 하는 등 선대 보다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디자인에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3절 북한 산업미술의 유형 분류

북한 산업미술은 사용되는 목적, 대상,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산업미술은 사회적 기능에 따라 형태미술(공업미술), 장식미술, 산업출판미

술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43)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김정일의 문예이론서인 공예 

및 산업미술 창작리론의 분류처럼 활용 분야에 따라 공업미술, 상업미술, 방직미

술, 의상미술, 건축장식미술, 거리장식미술 등으로 구분한다. 

북한 산업미술 남한 디자인 

산업출판미술
(정치선전화, 판화, 삽화 제외)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일러스트디자인, 편집디자인

(무대미술 제외) 무대디자인

의상미술 패션디자인

방직미술 텍스타일디자인

공업미술:
일상용품, 농·건설기계, 운송기계 등

제품디자인·운송디자인:
제품디자인, 자동차디자인 등

(아동미술 제외) 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캐릭터디자인

상업미술: 포장·상표·상업망 포장디자인·브랜드디자인·광고디자인

배경미술: 동상, 기념물의 주변 장식 
(상업용)진렬대장식미술

전시디자인·VMD디자인

건축장식미술 실내디자인, 건축외장디자인

거리장식미술·기념비도안 도시디자인

콤퓨터서체도안 서체디자인

- 서비스디자인

- UI, UX디자인

<표 6> 남북한 디자인 분류 비교

*최희선(2015), Ibid, p.98 인용 후 재수정: 1989년 이후 북한의 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 유형

과 남한의 국립대학교 디자인 강좌명 기준으로 비교 정리.

이어져 내려옴을 강조하는 정치적 의도로 보여 진다. 조선중앙TV(2012. 5. 6) 참조.
42) “공업미술 창작과 인체공학”, ｢조선예술｣(2013. 12). 
43) “산업미술”, ｢천리마｣(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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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업미술의 유형은 다른 나라들의 디자인 분류와 달라 이해를 위해 <표 

6>를 통해 남북한 디자인의 분류 기준을 비교하 다. 이 표를 보면 북한 출판미술

은 산업적 목적으로 쓰일 때만 디자인 역에 포함시키며, 출판미술의 유형 중 

선전화와 판화, 삽화(illustration design)는 산업미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상업망도안은 정확한 개념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종의 광고디자인

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북한 아동미술(만화)은 남한의 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캐

릭터디자인에 해당되지만 북쪽에서는 산업미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한의 IT정

보기기 설계와 관련된 UI디자인(User Interface design), UX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과 서비스디자인은 북한 산업미술에서 해당되는 분야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국가산업미술전람회와 평양미술대학 전시회 출품 작품 유형들을 살펴보면 북한 

무대미술도 아동미술, 출판미술처럼 산업미술에 포함되지 않음을 관찰 할 수 있다. 

남한의 공연예술 무대,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출판 등 문화산업44)에 속하는 이 분야

들은 북한에서는 산업이 아니라 문학예술 활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산업미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업미술’은 남한의 제품디자인, 

자동차디자인(product design, vehicle deisgn)보다 광범위하다. 북한에서 공업미술이

란 “여러 가지 기계제품과 생활필수품도안 창작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미술의 한 

형태를 말한다. 공업미술은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제품들 가운데서 주로 

입체물에 대한 도안(형태도안) 창작분야만을 포괄하는 조건적인 말”로 쓰인다.45) 

북한 공업미술은 자동화기계, 컴퓨터, 공작기계, 운수기계, 건설용 기계류부터 신

발, 가방, 주방용품, 울타리 등 일상제품까지 그 형태, 색채, 장식을 다루는 디자인

44) 한국의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화·비디오물 관련 산업 나. 음악·게임 관련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라. 방송 상물 관련 산업 마. 문화재 관련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관련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
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45) 상시기사, “공업미술”, ｢천리마｣(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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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공업미술 설계도를 설명할 때는 ‘형태도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분야별로 ‘신발형태도안’, ‘기계 형태도안’ 등 구체적 대상을 합성해 

부르기도 한다. 

북한에서 사람들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실용미술이라고 불리는 ‘상업미

술’은 포장·상표·상업망(광고)도안으로 나뉜다. 북한의 포장·상표도안은 주로 식음

료가공품과 수출제품의 브랜드 상징마크와 포장 디자인을 기획하는 것이다. 북한의 

진렬대장식미술은 상업공간에 상품들을 배치하고 연출을 계획하는 전시디자

인·VMD디자인에 해당된다. 김정은 시대 ‘배경미술’이 산업미술전시회장에 등장하

는데, 이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나 기념비들의 뒤 배경을 연출하는 일종의 전시

디자인을 의미한다. 북한 건축장식미술은 건축 외장이나 실내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남한에서는 실내디자인, 환경디자인 혹은 공간디자인으로 불린다. 

북한 산업미술의 세부 역 중 의생활과 관련된 의상미술(패션디자인)과 방직미

술(텍스타일디자인)은 정부 수립 초반부터 지속되어온 분야이다. 방직미술은 꽃무

늬와 같이 천의 장식문양을 개발하는 것인데, 김일성-김정은의 통치가 이어지는 

동안  장식개발의 수준이나 날염의 기술적 수준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되

지 않은 분야 중 하나이다. 컴퓨터서체도안은 21세기 전환기에 들어 등장했는데 

주로 조선컴퓨터센터 서체실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본 연구 과정에서 

김정은 시대에 체육시설과 봉사부분의 개축.신축사업들이 자주 발생되면서 이들 

시설의 상징도안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며 디자인창작사들이 간판용 특수 서체들

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장 김정일 체제 하의 북한 산업미술 전개

제1절 1994-2011년 산업미술 관련 전시회들

북한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국가경제 상황에 따라 디자인의 발전·쇠퇴가 좌우된다. 김정일

이 권력을 계승한 90년대 중반 북한경제는 조동호(2001)47)에 따르면 ‘경제몰락기

46) 2001년 북한은 조선컴퓨터센터에서 컴퓨터 서체 300여종과 기호 5,000여종을 개발하 다고 

보도하 다(조선중앙TV, 2001. 4.29). 2001 조선문학예술연감에서는 고정백의 <<갈매기 >
컴퓨터서체도안 > 작품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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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7)’에 해당한다. 조동호는 북한경제는 70년대 후반부터 쇠퇴하여, 90년대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붕괴에 의해 외교·경제 고립이 심화되어 경제몰락기를 맞

았다고 설명한다. 

북한 산업미술은 80년대 경제쇠퇴기(1975-1989) 중에도 창작활동은 왕성했다. 

198448)년 11월 제1차 산업미술전람회를 개최하는데, 조선예술년감(1985)에 소

개된 약 80여 작품을 보면 날염, 의상, 가구, 수출품 등 경공업분야 생필품 도안이 

주를 이루었음이 관찰 된다.49) 이후 북한은 1986년 인민생활필수품도안전람회에 

약 400여점의 디자인을 전시하여 규모를 자랑하 다.50)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의 사전행사 중 하나로 1988년 4월 전국산업미술전람회를 진행하 는데, 이 전시

회는 행사용 기념탑, 거리장식, 홍보물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북

한은 1989년 4-5월 경공업 혁명관철을 위한 전국산업미술전람회를 개최하는데, 

<그림 4>처럼 기계공업성창작사에서 <전자계산기수치조종 종합가공충성반>, <운

반로보카도안> 등 첨단 기계제품들을 선보이기도 하 다. 

북한은 경공업 혁명을 위한 전국산업미술전람회(1989. 4) 이후 90년대 경제몰락

기(1990-1997)동안 80년대와 같은 대규모 국가산업미술전람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90년대 산업미술의 활동은 인쇄매체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다. 단지 일반 

미술전람회 안에서 단편적으로 소수의 작품들이 출품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일이 권력을 계승한 1994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유훈통치기간 포함) ｢조
선예술｣과 조선문학예술년감에 기록된 북한 산업미술 전시회를 살펴보면 <표 

7>와 같이 정리된다. 표의 연도별 작품 수를 비교해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

47) 조동호는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의 모색에서 1945년부터 1998년 동안 북한 경제 상황에 따

라 시대를 구분을 하 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경제는 크게 4시기로 구분되는데,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기(1945-1960), 사회주의 경제건설 추진기(1961-1974), 북
한 경제쇠퇴기(1975-1989), 북한 경제몰락기(1990-1997)로 분류된다. 
조동호 외,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1).

48) 북한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저하와 물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1984년 9월에 합 법을 

제정하고 외자유치를 추진한다. 같은 해 11월 북한은 국가 주관으로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

람회는 최초로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김정일의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 다음 해에 개최된 

행사 다.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김정일의 지시로 1983년 8월 3일에 시작된 당시 운동

으로, 북한의 산업자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자재·폐자재를 활용해 소비품을 만들어내는 캠페인이었다. 북한은 제1차 국가전람회를 

통해 산업미술에 사회 관심을 쏟는 계기를 마련하 다. 
최희선, op. cit., p.92.

49) 조선미술년감 1985(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85).
50) 류인호, “생활필수품도안전람회장 관평”, ｢조선예술｣(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86. 6),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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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북한 산업미술은 양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0년부

터 차츰 회복됨을 알 수 있다. 북한 산업미술은 198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가 140

여점의 도안 작품들을 전시한 것과 비교하면 본격적인 회복세는 2002년부터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년도 산업미술관련 전시회 작품수 내용

1994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 1 신발도안

1997
• 조선인민군 제12차 미술전람회
• 평양미술대학창립 50돐 미술전람회

10
30

국방체육경기
상패, 휘장 디자인

1998
공화국창건 50돐기념 조선인민군 제13차 미술전
람회

6
군수용품, 산업, 출판 

도안

1999
•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
• 평양미술대학창립 52돐 미술전람회
• 경공업미술창작사의 10건의 상품도안 소개

16
13
10

농건설기계류, 의복류, 
기호식품류, 

도시미화용, 실내장식. 
출판용 도안

2000
• 조선노동당창건 55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 작품
• 조선인민군 제14차 미술전람회 작품 목록

117
3

일상용품 및 
건축장식,컴퓨터서체, 

가구 도안 

2001 - 전시 없이 출판 - 15 기념축하장 도안

2002
• 평양미술축전 2.16경축 산업미술전람회(2.9)
• 김일성탄생90돐기념 평양미술축전(4.13- 5.29)

900
-

150여 컴퓨터미술작품
1,100작품 중 일부

2003
• 공화국창건 55돐기념 국가산업미술점람회 
• 조선인민군 제16차 미술전람회 전시작품들
• 공화국창건 55돐경축 전국우표도안현상모집

1050
3
-

150여 실현작품들
일상용품 및 건축장식,

기념비도안

2004
• 김일성 평양미술대학전람회 현지지도 50돐기념 
미술전람회

• 만수대창작사창립 45돐 미술전람회

36
-

-

2005
조선로동당창건 60돐 경축 국가산업미술전람회 
(2005.9.22)

1200 520여 실현제품들

2006 - - -

2007 - - -

2008 공화국창건 60돐경축 전국산업미술전람회 (9.4-9.14) 1500 400여 실현제품들

2010
• 평양미술대학전람회
• 만수대창작사창림 50돐 미술전시회 

33
28

2011 - - -

총 전시회 총 19회 4,964

<표 7> 북한 인쇄매체에 소개된 산업미술전시회 조사(1994-2011)

* 조선문학예술년감과 ｢조선예술｣에 소개된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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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90년대 후반 산업미술의 쇠퇴

북한경제의 쇠퇴는 80년대까지 산업미술의 활동에 큰 향을 주지 않았다. 앞서 

설명하 듯이, 80년대 산업미술은 규모나 활동 범위 면에 70년대에 비해 크게 늘어

났고, 국가에서 주최하는 전람회가 따로 개최되면서 위상과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

만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가경제의 기초인 농업과 공업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디자인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90년대 북한 

산업미술 작품들은 양적으로 80년대 비해 후퇴하는 양상을 보 다. 

90년대 북한은 북한경제 몰락과 물자 부족시기를 맞아 공업, 상업미술 도안들보

다 산업생산과 대외수출 증대를 선동하는 선전화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51) 특히 

1993년 12월 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3대 제일주의 경제 혁명전략’이 제시됨에  

따라 90년대 중반  석탄, 전력, 철도 운수 등 인민경제 선행 부문을 선동하는 선전화

가 다수 창작되었다. 

필자는 90년대 북한 산업미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

술전람회의 분야별 작품 수와 비교해보았다.52) 90년대는 <표 7>에서 조사된 1997- 

1999년 미술전시회들에 출품된 78개의 도안 작품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80-90

년대 비교 결과, 90년대 후반 공업미술(경공업, 기계공업) 도안은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0년도는 북한 산업미술의 발전기에 해당된다.53) 북한은 60-70년대부터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병진발전”의 기본 원칙을 지켜 공업(대형설비, 기계류, 

경공업)에서 디자인 수요가 많았다. 80년대 작품 수의 증가와 기술적 발전의 모습

을 보여준 공업미술, 방직미술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제조업의 퇴보로 북한에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아래 <표 8>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1990-1998)을 보면 1997

년경 제조업 중 특히 섬유, 생필품, 식음료가공품 제조와 관련된 경공업의 상황이 

51) 필자가 1990-1999년 ｢조선예술｣과 조선문학예술년감에 소개된 작품 수를 세본 결과, 10년 

동안 선전화 150여 개, 도안은 78여 개로 두 배 가까이 많이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52) 이 기간 산업미술의 작품 수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필자는 <표 7>과 같이 1994-1999년 

조선문학예술년감과 ｢조선예술｣에 소개된 디자인 작품을 수집하여 1984년 국가산업미술

전람회의 작품들과 비교하 다. 1984년 4-5월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는 140여점의 디자인 

작품들이 전시되었지만, 문학연감에는 90개의 수상작품들만 소개되었다.
53) 조선미술사 2: 1945∼1982(1990)는 1967-1982년 기간 북한미술을 ‘주체미술의 대전성기’

로 명명한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이 시기를 북한 산업미술이 공업, 상업, 건축, 출판, 방
직, 의상 분야로 다양화되고 적극적인 진흥활동을 벌이는 시기로 보고 ‘산업미술의 개화발

전기’로 규정하 다. 
최희선, op. cit.,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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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제조업 -3.5 -13.1 -18.1 -1.9 -3.7 -5.2 -8.9 -16.8 -3.1

(경공업) -0.7 -3.9 -6.8 4.3 -0.2 -4.3 -6.8 -12.5 -0.2

건설업 5.9 -3.4 -2.2 -9.7 -26.9 -3.2 -11.8 -9.9 -11.4

서비스업 0.9 3.0 1.3 1.4 2.4 1.7 1.1 1.3 -0.5

<표 8>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1990-1998)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자료와 최수 ,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2): 1990-2004, 북한

의 산업구조 연구연구총서 05-18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51의 내용  중 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중심으로 표를 재구성.

또한 <그림 5>를 보면 90년대 후반 상업미술과 산업출판미술(광고디자인)도 

80년대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90년대 사회주의권 교역의 

단절로 수출용 상업미술 활동이 축소되고, 고난의 행군기간 내부 물자 부족으로 

상공업이 위축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림 5> 1984, 1997-1999 산업미술전람회 출품작들의 분야별 비교

<그림 6>을 보면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에 수출용 주류와 식료품의 

상표, 포장, 광고 도안들이 출품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80년대부터 상업미술은 

문을 표기하고 상표 브랜드를 강조하는 등 문화적으로 개방된 특성을 보여주었

다. 90년대 후반 상업미술 중 식료품 도안은 소재 측면에서 다양화되었는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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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제품인 <신덕샘물>과 과일가공식품인 <풍천 사과, 복숭아 통조림>, <묘향산 

귤사탕>, <락원 사과, 딸기 단물>, 탄산음료인 <랭천 사이다> 등이 디자인되었다. 

<그림 6>에 소개된 김하진의 <대홍단 감자농마 국수>의 경우 국 문 상품명 표기

뿐만 아니라 양성분도 칼로리로 포장에 적어 넣어 90년대 후반 규격화된 포장표

식법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80년대 <백두산들쭉술 

상표, 포장도안>처럼 금박장식의 포장 인쇄기술을 선보 던 것에 비해 90년대 북

한 제품 포장은 원색 조합의 단순한 인쇄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식료 및 의상 도안(좌)과 

1999년 경공업미술창작사에서 창작한 식료품 상표 및 포장 도안들(우) 비교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조선예술｣(1984. 11), pp. 21-25.

 (상좌) 최인수 <인삼화장품>, 주선일 <개성고려홍삼>, 조선대성무역상사 상업도안,  임능패 

<물고기가공품>, 한현히 <술 상표포장도안>

 (중좌) 리 숙 <어린이식료품 포장도안-종이·비닐 합부지 포장도안>, 안지성 <정방산술포장도안>

 (하좌) 김귀남 <당과류 포장도안>, 차봉순 <작업복 형태도안>, 고량아 <가방형태도안>

*1999년 경공업미술창작사에서 창작한 상품도안, 조선문학예술년감 2000(2001).
 (상) 천 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 (하) 김하진 <대홍단 감자분탕>, <대홍단 감자농마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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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 산업미술의 또 다른 특징은 건축장식도안, 군사미술용 도안의 창작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1999년 만수대창작사 창립 40주년기념 미술전람회와  

평양미술대학창립 52주년 기념 국가미술전람회54)에 출품된 도안들을 조사해 <표 

9>와 같이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건축장식도안 분야는 거리미화, 공공건물 휴게공

간 디자인, 평양 공동주택의 실내디자인이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산업미술 유형
1999년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와

평양미술대학창립 52돐기념 국가미술전람회의 산업미술 도안들

공업미술
건설기계류
농기계류
운송기계류

<20톤급기중기차도안>, <여러가지 전자벽시계도안> 
<<천리마95>뜨락또르도안>, <도시경 차도안>
<특대형무궤도전차도안>, <사출신발도안> 등

상업미술
기호식품류  

해외 수출품류

<담배포장도안>, <고려인삼도안>, <술상표도안>
<청량음료 상표 및 포장도안 광고>, <고려인삼선전화
도안>, <이름난 포도술 선전화도안> 등

건축장식미술

거리미화,
공공건물의
휴게공간개선,
공동주택실내

장식

<만수대의사당 연회장 내부건축장식도안>
<호텔회전식당 내부장식도안>, <거리장식도안>
<휴게실내부 건축장식도안>,
<흥부동 살림집내부장식도안>,
<광복거리 살림집내부장식도안>,
<천리마거리 살림집내부장식도안>,
<여러가지 가구장식도안>

방직미술 날염문양 <여러색비단천옷감도안>, <날염창가림천도안>

의상미술
일상복
행사복

<어린이조선옷도안>, <어린이옷도안>, 
<조선민족의상도안>, <혼례복도안> 등

산업출판미술
우표, 엽서, 
달력 등

<공국창건 50돐기념 우표도안>, <꽃엽서도안>
<명승지 기념엽서도안>, <어린이 계절달력> 등

<표 9> 1999년 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산업미술 도안들의 유형

* 조선문학예술년감 2000(2001)

90년대 후반 건축장식도안의 대표 작품으로는 <호텔회전식당 내부장식도안>, 

<휴게실내부 건축장식도안>, <만수대의사당 연회장내부 건축장식도안>이 있다. 

이 시기 공업도안들은 과거처럼 <20톤급기중기차도안>, <<천리마95>뜨락또르도

안>, <특대형무궤도전차도안> 등 건설 및 농기계류가 많았으며, 기호식품류와 해

54) 평양미술대학 전람회는 1학년  학생들의 교재 작품부터 전문 교원들(교수, 부교수), 학사,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의 학위학직과 명예 칭호를 받은 교원들의 작품들을 함께 전시한

다. 하지만 조선문학예술년감과 ｢조선예술｣ 등 주요 정기간행물에는 대부분 전문 교원들

과 6학년(대학원생)들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749

외 수출용 상품들은 <수산물본보기도안>, <담배포장도안>, <고려인삼>, <남새, 

농토산물 건식품> 등이 디자인되었다. 

90년대 후반 의상미술의 경우 디자인작품의 창작 비중이 증가하 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의상들은 양장 스타일의 

작업복과 일상복이 주를 이루었는데 비해, 90년대 후반은 아래 <그림 7>처럼 <어

린이조선옷도안>, <어린이옷도안>, <조선민족의상도안>, <혼례복도안> 등 전통 

민족의상 과 어린이옷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발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의상 도안들(좌),

1999년 평양미술대학창립 52돐 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의상도안(우) 비교

 *(좌) 김유미 <녀성들의 외투도안>, 

  (중) 신 옥·조성근 <잠바형태도안>, 조선미술년감(1985).
  (우) 리인숙 <조선옷도안>, 조선문학예술년감 2000(2001).

제3절 김정일 시대 군사미술 도안(圖案)의 약진

앞서 <그림 5>의 80년과 90년대 후반에 창작된 산업미술의 유형별 비교(1984, 

1997-1999)를 살펴보면 군사미술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군사미

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산하 조선인민군창작사는 전투와 김일성 

관련 주제로 회화(조선화, 유화, 소묘 등) 작품들을 주로 발표하는 미술가 조직이다. 

조선인민군창작사는 신년공동사설 관련 선전화 작품들도 많이 그려왔고55), 이 외

55) 북한 당국은 군사미술의 첫째 임무는 김일성 형상 창조에 있으며, 혁명성과 전투성의 특성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리종길, “주체미술의 화원에 만발하는 우리의 군사미술”, ｢조선예술｣ (1993. 4), p.21.
조선인민군창작사는 90년대부터 매해 공동사설 관련 선전화전시회에 작품들을 내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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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서예, 공예, 조각 작품들과 각종 디자인 도안들도 창작해왔다. 그들의 도안 

작품들은 일반 군관 및 병사들, 퇴역 노병들, 인민군 군관가족들의 미술작품과 

함께 전시하는 ‘조선인민군 미술전람회56)’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 조선인민군창작사들이 창작한 도안들은 과거보다 인쇄매체에서 더 자주 찾

아볼 수 있다. 

필자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조선인민군 미술전람회들 중에 디자인과 

관련된 작품들을 모두 조사해보았다. 제10차, 12차, 13차, 14차, 16차 인민군미술전

람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년도 별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이 정리된다.

이 시기 발행된 조선예술연감과 ｢조선예술｣을 보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반까지 5번의 인민군 미술전람회가 개최되고, 총 23건의 도안 작품들이 출품된 

것이 확인된다. 1993년 조선인민군 제10차 미술전람회 작품 목록을 보면 인민군창

작사에서 <국방체육경기용 우승컵, 휘장, 메달, 형태도안>같은 군 행사용 디자인과  

각종 휘장, 군부대 상징류 도안을 창작하 음을 알 수 있었다.57) 

1997년 인민군 제12차 미술전람회에는 더 많은 디자인들이 제작되었다. 이 미술

전람회에 인민군창작사는 상징조형물 디자인, 음반 포장디자인, 군수용 제품디자

인, 군전시관 실내디자인, 우표와 기계류 디자인을 출품하 다. 인민군창작사들은 

<그림 8: 좌, 우 사진>과 같이 체제선전과 군 조직 강화용 선전화를 창작하는 것으

로 알려졌지만, 97년 작품을 보면 <야전개인용 공기깔개도안>, <여성군인용 화장

품도안> , <비상용품 형태도안>, <경보자전거스케이트도안>, <무동력 뽐프도안>

과 같이 군수용품 외에도 <안변청년발전소 기념탑 형성도안>58)과 <군사미술전시

관 홀 도안> 등 기념조형물과 건축장식 도안들도 직접 제작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는 컴퓨터를 활용한 작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하 다. 조선중앙TV( 
2001. 1. 9).

56) 1950년대부터 비정기적으로 조선인민군 미술전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전람회는 1949년
에 개최된 제1차 군무자 미술전람회를 그 모체로 하고 있으며 인민군 창작사 소속 작가들

의 작품과 일반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군사 주제｣의 작품들이 주로 전시된다. 
관람소식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 제10차 미술전람회장을 돌

아보시 다”, ｢조선예술｣(1992. 12), p.6.
57) 필자는 ｢조선예술｣(1993. 4, pp. 38-39)과 조선예술년감(1998, p.408. 1999, p.498. 2001, 

p.544)에서 군사미술의 도안 내용과 창작가 이름을 찾았지만, 인쇄매체에 일부 기념비 도

안들을 제외하고 군수용품의 설계 도안이나 실현된 제품의 사진들은 실려 있지 않았다.
58) 북한에서 전투와 관련된 기념탑들은 인민군창작사가 설계한 것 보다, 만수대창작사 조각단

에서 집체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 만수대창작사 조각단은 <체사상탑>,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탑>과 같은 북한의 주요 기념조형물들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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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디자인 유형 작품명  도안가

1993
(제10차)

체육행사 관련 디자인
<정일봉상>쟁취군사훈련경기 

국방체육경기 우승컵, 휘장, 메달, 
형태도안

전길순

1997
(제12차)

상징조형물 디자인
안변청년발전소 기념탑 형성도안 1,
안변청년발전소 기념탑 형성도안 2

박명국,
한명철

음반 포장디자인 레코드 포장도안 리철응

군수용 제품디자인

야전개인용 공기깔개도안 리금득

여성군인용 화장품도안 리룡로

경보자전거 스케이트도안 신광석·길 학

비상용품 형태도안 리남철

군전시관 실내디자인 군사미술전시관 홀 도안 량남혁

우표 디자인 우표도안 리수일

기계 디자인 무동력 뽐프도안 맹태현

1998
(제13차)

이륜차 디자인 전투용 모터찌클(모터사이클) 연정인

우표 디자인 공화국창건 50돐 기념 우표도안 류창렬

식료품 디자인 양식품 상표 및 포장도안 리천옥

식료품 디자인
건강식품, 장수식품으로 

이름 높은 현채59) 리광석

휴양시설 디자인
구월산 인민휴양소, 
휴양각 형성도안 1

리광석

군수용 제품디자인 작전가방 및 전투소보원 가방 리용로

2000
(제14차)

상징조형물 디자인 안변청년발전소 기념탑 형성도안 3 최주

휴양시설 디자인
구월산 인민휴양소, 
휴양각 형성도안 2

한 철·김현

식료품 디자인 감자가공식품 포장도안 전길순

2003
(제16차)

상징조형물 디자인 선군승리기념비 형성도안 한 철

상징조형물 디자인 선군령도기념탑 형성도안 김현

(내용 미확인) 인민군백승원 한 철

<표 10> 조선인민군 제10-16차 미술전람회(1993, 1997, 1998, 2000, 2003년)의 디자인 

작품들

* ｢조선예술｣(1993. 4), pp. 38-39, 조선예술년감(1998, p.408. 1999, p.498. 2001, p.544). 

59) 북한은 90년대 식량난 시기 부족한 부식용 채소공급의 보완을 위해 생장속도가 빠르고 농

사가 용이한 현채(비름)를 대표적 채소로 보급하여왔다. 인민군창작사도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해 군수공업 공장에서 제조할 가공식품 도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 완화용 대체식품 어떤게 있나. 옥쌀·혼합국수·속도전가루 주곡”, 통일신문(200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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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김정일 통치 기간 인민군창작사 소속 미술가들이 창작한 도안과 선전화들

*(좌상) 박명국(1997), <안변청년발전소 기념비 도안>, 조선문학예술년감 1998, p.408.
 (좌하) 한 철(1997), <안변청년발전소 기념비 도안>, Ibid.

   (중) 리계성(2005), <위대한수령님의당건설업적은 원불멸하라> 조선문학예술년감 2006, p.16.
   (우) 김준철(2006), <선군시대 사회주의문화를 찬란히 꽃피우자!> 조선문학예술년감 2007.

1998년 제13차 미술전람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창작사는 <전투용 모터찌클(모

터사이클)>, <작전가방 및 전투소보원 가방> 등 주요 군 작전활동에 필요한 기계

류, 군수용품 디자인을 담당하 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인민군창작사 작가들은 

국가 기념우표와 건강식품, 장수식품의 상표 및 포장 도안도 창작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식음료 가공제품을 디자인한 리광석은 <구월산 인민휴양소60), 휴양각 

형성도안>도 설계하는 점으로 보아, 인민군창작사의 도안가들은 전문 역이  

정해진 기계공업성창작사와 경공업창작사와는 다르게 디자인의 여러 분야를 담

당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민군창작사의 디자인 작품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 때

부터는 <안변청년발전소 기념탑 형성도안>, <선군승리기념비 형성도안> 등 상징

조형물 도안들이 주를 이루었고, 문화봉사시설인 <구월산 인민휴양소, 휴양각 형

성도안>도 다시 설계되었다. 조선예술년감 200061)은 2000년 조선인민군 제14

60) 노동신문 기사에 따르면, ‘구월산휴양소’는 1993년 9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군인들의 여

름철 문화봉사시설로서 기획되었다고 전한다. 
“인민의 휴양지로 꾸려주시려고”, 노동신문 (2013. 9. 28). 
이 휴양소 2002년 12월 24일에 준공되었는데, 현재 하절기는 노동자들이, 동절기는 농민들

이 15일간 휴양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2012. 12. 24).
61) 조선예술년감 2000 (2001), pp. 5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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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매체 기사 제목 간행물명 발행일/호

◀ 상표법, 공업도안법 수정 (2011. 12. 11) 2011

1 저널
선군시대 경제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전람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돐경축 전시회

조선예술 2008/ 12

2 신문 전국산업미술전람회 개막 노동신문 2008.9.5

3 신문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들 창작 본사기자 2008.8.24

4 저널 (상식) 산업미술 조선예술 2008/ 9

◀ 상표법 수정보충 (2005. 3. 11) 2008
5 저널 상품광고도안과 사진촬 노동신문 2008/ 2

6 저널
(관평) 주체미술교육의 자랑찬 성과 -평양미술대
학창립 60돐기념 미술전람회를 돌아보고

조선예술 2007/ 11

<표 11> 북한 인쇄매체에 실린 산업미술 관련 기사와 산업정책·법령 변화(1961-2011. 12)

차 미술전람회에 대한 소개글에서 “위대한 선군청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며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정일 집권기 1997-1998년 인민군창작사의 디자인 창작활동이 두드러졌던 원

인은, 북한 당국이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군수공업 중심의 경제건설정책을 추진하

며 건설, 산업, 문화사업을 진행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정일은 2010년 국가

산업미술중심(국립디자인센터) 조직을 지시하는데62), 2012년 4월 군건설자들63)

에 의해 건물이 완공되지만 건물 설계과정에서 인민군창작사가 활동했는지는 기

록하고 있지 않다. 

제4절 21세기 전환기 산업미술 보급 과정

본 연구자는 북한 당국이 산업미술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김일성-김정일 통치기간 노동당 기관지와 전문

잡지에 실린 관련 기사들을 조사하 다. 1961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북한 인쇄매

체에 실린 산업미술 관련 기사가 약 30건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내용과 산업미술

의 교육, 법령, 시장화의 변화를 같이 정리하면 <표 11>과 같이 요약된다.

62) 김지 , “경제와 인민생활 추동하는 《우리 식 디자인》”, 조선신보(2013. 12. 20), 2면.
63) 노동신문은 군인건설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외부와 내부시공을 잘하여 

창작기지를 현대적으로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 다고 전한다.
로동신문 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
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 다,” 로동신문(2012. 4. 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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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매체 기사 제목 간행물명 발행일/호

7 저널 상업미술의 형상적특성 조선예술 2007/ 10

8 저널
창조와 비약의 열풍 일으켜간다 
-평양미술대학에서-

조선예술 2007/ 9

9 저널
애국의 심장 불타는 참된 일군: 리혜숙 동무가 일
하는 단위의 지배인 구창호 동무의 사업에서

천리마 2007/ 1

◀ 시장 상행위 품목에 대한 단속 통제, 무역회사 구조조정: 시장화 억제 2007
10 신문 산업미술창작전투로 들끓는다 노동신문 2006.1.29

11 저널 새로운 물안경 천리마 2005/ 11

12 저널 제품의 색과 미적감정 조선예술 2005/ 10

13 신문 주체의 산업미술연구토론회 진행 노동신문 2005.9.28

14 저널
개발실적으로 당을 받들어가는 사람들
-(상식) 공업미술

천리마 2005/ 2

◀ 공업도안법(2005. 8.2), 상표법(2005. 8.2) 수정보충 2005
◀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 3대혁명붉은기 수여 2004

15 신문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들을 창작 노동신문 2003.10.15

16 신문 산업미술과 그 특징 노동신문 2003.10.02

17 신문 강성대국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 산업미술 노동신문 2003.10.2

18 신문 국가산업미술전람회 개막 노동신문 2003.9.3

19 신문 산업미술과 그 발전 노동신문 2003.8.17

◀ 종합시장, 상업부문 개편, 원산지명법 채택(2003. 8.27) 2003
20 신문 산업미술은 경제건설의 힘 있는 수단 노동신문 2002.11.3

21 저널 산업미술 천리마 2002/ 10

22 신문 평양미술축전 경축 산업미술전람회 개막 노동신문 2002.2.10

◀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단행 2002
23 신문 산업미술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 노동신문 1998.11.14

24 저널 우표의 기능과 역할 천리마 1998/ 11

◀ ‘강성대국’강조, 공업도안법 채택(1998. 6.3), 상표법(1998. 1.14) 채택 1998
25 저널 주체미술발전의 위대한 강령 천리마 1993/ 1

26 저널 자동차의 형태는 어떻게 발전하여왔는가 천리마 1992/ 6

27 신문 전국산업미술전람회 개막 노동신문 1989.4.17

◀ 경공업의 해 1989
28 저널 옷의 색갈과 무늬를 두고 천리마 1985/ 9

◀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 개최 1984
29 신문 산업미술과 우리생활 노동신문 1983.11.27

◀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 1983
30 신문 전국공예및산업미술전람회가 열렸다 노동신문 1977.12.4

*장명봉 편, 2015 최신 북한법령집(북한법연구회, 2015) 과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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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를 보면 북한에서 산업미술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시점은 1974년 경공업

미술창작사가 독립된 전문조직으로 개편된 70년대 중반 이후로 여겨진다. 북한의 

조선미술사 2에 따르면, 김정일은 1974년 8월 9일 김일성 시대의 구 경공업미술

연구소를 개편하여 대표적 디자인 전문조직인 경공업성 소속 ‘경공업미술창작사’

를 설립하 다고 전한다. 이후 김일성 통치기간 1977년 ‘전국 공예 및 산업미술 

전람회’(조선예술, 1978. 3)를 시작으로, 197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 1986년 인민생활필수품도안전람회, 1988년 4월 전국산업미

술전람회, 1989년 4월 경공업 혁명관철을 위한 전국산업미술전람회가 개최되면서 

산업미술의 활동이 북한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집권기 ｢천리마｣는 1985년 9호에서 직물도안에 대해, 1992년 6호는 자동

차도안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전하는데, 김정일- 김정은 통치기간에도 교양정보 

위주로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조선예술｣은 1968년 6호에 처음으로 산업미술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64) 이후 단편적 내용과 간단한 소식, 작품들을 전하는 내용이 

많았다. ｢조선예술｣이 본격적으로 산업미술 전문 기사를 싣기 시작 때는 2004년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고, 2005년 ‘주체의 산업미

술연구토론회65)’를 진행한 이후부터이다.

북한 산업미술이 신문에 자주 등장하게 된 시점은, 노동신문66)에 ‘강성대국’이

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사상과 군사강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건설정책을 추진한

1998년부터이다. 1998년은 디자인 지식재산권67)과 관련된 상표법(1998. 1.14)과 

공업도안법(1998. 6.3)이 채택된 중요한 해이다. 디자인 관련법은 2002년 7·1 경제

64) “ 화 및 무대미술, 공예, 산업업미술부문의 미술가들도 전람회를 위한 작품창작을 다그쳐 

가고 있다. 미술가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미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제9차 국가미술전

람회를 참관하시고 주신 수상동지의 교시를 창작지침으로 삼고 창작을 추진시켜나가고 있다.”
“공화국창건 20주년 경축 국가미술전람회”, ｢조선예술｣(1968. 6), p.58. 

65) 2005년 산업미술연구토론회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행정가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 다. 참
석자 구성은 내각부총리, 기계공업상, 경공업상, 국가품질감독국 국장, 만수대창작사 사장, 
성, 중앙기관, 미술창작기관, 교육자, 공장, 기업소일군, 전문 산업미술창작가들이었다(노동

신문, 2005. 9. 28). 북한은 21세기 초반까지 내각 각성들 산하에 디자인 창작조직들을 분

산적으로 갖고 있었고, 국가품질감독국 산업미술처가 2010년 3월 이전까지 산업미술 등록, 
심의를 관할했다. 
참고: “주체의 산업미술연구토론회 진행”, 노동신문(2005. 9. 28), 4면.

66) 노동신문(1998. 8. 22). 
67) 북한의 디자인 관련법은 지식재산권 부문의 ‘공업도안법’, ‘상표법’, ‘저작권법’이 있으며 

이외에 ‘사회주의상업법’의 일부 규정이 있다. 이 중 공업도안법은 80년대 품질감독법에 

예속되어 있다가 1998년 독립 채택되었다. 
최희선, op. cit.,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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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개선조치 단행 다음해인 2003년부터 보완된다. 북한은 2003년 원산지명법

(2003. 8.27)을 채택하고, 2005년 심사등록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공업도안법(2005. 

8.2), 상표법(2005. 8.2)을 개정하고 대규모 산업미술연구토론회를 개최하 다. 

김정일 통치 기간 상표법은 1998년 채택 이후 5차례 수정보충 되었다. 상표법은 

북한산 제품의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보호 제도의 원칙을 규정한 법령이다. 

북한의 상표에 대한 법적 정의는 2005, 2011년에 수정된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었

다. 2005년 구법에 의하면 북한에서 상표란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식으로 

글자상표, 그림상표, 기호상표, 조각상표와 봉사표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하지

만 2011년 12월 21일에 수정된 북한 상표법은 “상표란 다른 제품과 봉사를 구별하

기 위하여 글자, 그림, 숫자, 기호, 색깔, 3차원 형태 또는 그 결합체로 된 표식으로

서, 상표에는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담보상표가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68) 이 수정된 상표법을 통해 김정일 통치기간 동안 북한에서 제품을 

만드는 공장, 기업소뿐만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통신, 금용보험부

동산, 등 봉사기관들의 상표 사용이 증가하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69) 

북한의 상표법(1998. 1.14) 보다 5개월 후에 채택된 공업도안법(1998. 6.3)70)은 

디자인 권리 보호와 북한산 제품의 질적 향상, 경제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 북한

의 공업도안은 법제정 초기부터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

품, 의상제품, 가구류, 건구류, 포장용기와 같이 제품디자인과 장식디자인을 포함

하고 있다. 북한의 공업도안법은 디자인 등록, 심의, 디자인권의 보호, 지도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등록할 수 없는 디자인은 ①이미 등록된 도안과 유사한 

도안, ②이미 공개된 도안과 유사한 도안, ③북한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도안, ④설비 및 기술공정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 

도안, ⑤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도안, ⑥경제적 효과성, 실용예술성, 생산도

입 가능성이 없는 도안이다. 공업도안법은 북한에 비우호적인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된 상표는 북한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에 비하면 특별한 규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8) 장명봉 편, 2015 최신 북한법령집(북한법연구회, 2015), pp. 1116-1121. 
69) 한국은행의 자료(2012)에 따르면, 북한의 2011년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2010년 대비 0.3% 

증가 (전년 +0.2%)하 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통신, 금융보험부동산 등을 포함한 

서비스 성장률은 2009년 -0.8%, 2010년 0.3%, 2011년 0.6%로 크게 증가하 다.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2. 7), 온라인 출처: http://www.sonosa.or.kr/ 
newsletter/201208/2012_bodo.pdf

70) 장명봉 편, op. cit., pp. 11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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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04년에 창작한 산업미술 도안들

*(상) 김 림 <경공업제품전시장형성안>, 량혜심 <꼬리치마차림새>

 (중) 로철준 <령통사 보광원단청복원도안>, 량혜심 <개성민속관광 봉사복도안> 

 (하) 김상화 <안학궁 남문단청복원도안>, 량혜심 <어린이민속의상도안>, 

       석명성 <무리등도안>

       조선문학예술년감 2005(2008),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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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안법은 2011년 12월 21일 개정된 상표법처럼 분쟁 제기, 재심요청을 국가

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서 비상설공업도안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변경하 다. 

이는 2010년 김정일에 의해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총괄조직이 신설되면서 중앙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성격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채택된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 이용권, 저작인접권자, 지도통제

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법령이다. 저작물의 대상은 남한과 유사한데, 디자인과 

관련 있는 부분은 ⑤항목의 도안과 같은 미술저작물, ⑦항목의 도면, 모형과 같은 

도형저작물이다. 북한은 2001년 저작권법 채택 이후 2003년 북한 원산지명법을 

제정하 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2002년 계획경제체제를 수정하여 기업 경 의 자

율성과 시장 활동을 보장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단행에 따른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 구축 과정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200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서 약  900여점 도안들을 전시하고, 2003년

과 2008년 3회에 거쳐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한다. 북한은 전시회를 통해 

내부 제조 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데 이 진흥정책도 시기적으로 2002년 계획경

제체제 수정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디자인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진흥사업

들을 다양하게 추진했지만 과거와 다른 가시적 성과는 만들어내지 못하 다. 이 

시기 노동신문은 산업미술을 “경제건설의 힘 있는 수단(노동신문, 2002 11. 3)”, 

“강성대국건설을 추동하는 힘 있는 수단(노동신문, 2003. 10. 2)”으로 소개했지만 

내용이나 기술면에서 80-9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4년의 경우 조선문학

예술년감 2005에 대표적 작품으로 전통의상 디자인과 건물 단청색채계획, 실내조

명 장식도안이 소개되었지만 과거 수준에 비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북한은 2008년 공화국 창건 60주년 국가미술전람회에 더 큰 규모로 1500여 작품

과 400여점의 실현제품을 전시하 고, 내용적으로 가구, 생활용품, 의복 및 신발, 

식음료가공품, 기계류 등 2005년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기 시작하 다.



759

<그림 10> 2008년에 창작한 산업미술 도안들 1

*(좌상) 전미경, 김이순, 안덕심 <천자익사진액틀>, 안선명 <대홍단 생감자즙>

 (좌중) 로혜순 <날염머리수건도안>, 민경철, 김민철 <신발형태도안> 

 (좌하) 차치규, 리연심, 송효순 <비단 비로도 례식옷차림새도안> 

 (우상) 정항석 <여러가지가구도안>, (우중) 림창복 <찬장, 장식장, 경대, 신발장 도안>

 (우하) 김복남, 황운선, 서 수, 오 일 <제목 미상: 평양민속공원 도안으로 추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 화첩 (2009),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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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8년에 창작한 산업미술 도안들 2

*(상좌) 류원길 <자유회전식 수직모사후라이스 형태도안>

 (상우) 문봉철, 리 택 <<송암명기> 소운반차 형태도안> 

 (하좌) 리의복, 리명철 <착화탄불통형태도안>

 (하우) 라혜  <<희천5>호 수자조정선반 형태도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 화첩 (2009), pp.133-138.

<그림 12> 198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 공업미술 형태도안들

*(상좌) 리근배 <운반로보트(로보카) 도안>, (상우), 최치호 <수치조정 방전기공반 형태도안>

 (하좌) 최룡운, 박세권 <전자계산기수치조종 종합가공 충성반>, 문봉철, <여러가지 초물가구 

장식도안> ｢조선예술｣ (1989. 8), pp.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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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통치기간 중 대학의 디자인교육에도 변화가 있었다. 1947년 미술전문학

교로 설립된 이후 평양미술대학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미술학부는 2004년 

경제발전 공로로 국가로부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다. 2007년 평양미술대

학 창립60돐 미술전람회(2007. 9.7-9.30)에는 약 4백여 작품 중 45명의 도안 작품들

이 전시되었다. 이는 과거 1998년도 디자인 출품작 수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71), 

21세기 북한의 산업미술 진흥정책 추진에 의해 디자인 전공 학생과 교원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명 세부전공

1. 조선화학부 조선화(118명)

2. 회화학부
유화(45명), 아크릴화(1명), 괏슈화(10명), 수채화(30명), 화미술,
TV미술(1명), 채색(23명), 소묘(37명), 모자이크벽화, 조선보석화,

3. 조각학부 조각(15명)

4. 공예학부 공예(23명): 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돌공예, 수예(14명)

5. 산업미술학부 도안(45명): 건축장식미술, 공업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상업미술

6. 출판화학부 선전화(2명), 아동화(2명), 삽화, 출판화, 수지·수인판화(7명), 서예(7명)

과학연구과 -

주체미술연구소 -

<표 12> 평양미술대학의 산업미술 전공학부(2007년 자료 기준)

*2007년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 출품 인원수를 파악하여 작성한 최희선(2015) p.132. 표 재인용.

2010년 북한에서 산업미술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도 늘어났다. 조선신보

(2012. 7. 23)72)에 의하면 이 해 평양인쇄공업대학에 공업 및 상업도안을 창작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업미술학부가 설립되고 강좌들이 마련되었다고 전한다. 이 

대학에서는 디자인, 상표 미술의 기초과목과 컴퓨터 설계프로그램인 CAD, CAM

의 교과, 인체공학을 가르친다. 조선신보73)는 학생들이 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상업 

및 공업도안을 창작해 현장에 직접 도입하는데, 평안북도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봄

향기화장품의 상표와 포장도안은 이 대학 산업미술학부의 교원, 학생들이 디자인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북한 디자인관련 대학은 교육기관이자 창작기관의 역할을 

71) 1998년 평양미술대학창립 52주년 미술전람회에서는 30여개 이상의 건설기계, 운송류 등 공

업미술 형태도안과 각종 경공업 제품류의 상표·포장 도안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72) “평양인쇄공업대학에서 산업미술전문가를 육성”, 조선신보(2012. 7. 23).
7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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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집권 후반 디자인행정 조직도 개편되었다. 조선신보(2013. 12. 20)는 2010

년 3월 김정일이 국가디자인을 총괄하는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을 조직하게 지시하

다고 전한다. 이 기관의 역할은 조선신보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는데, 중앙산업미

술지도국은 하나의 범정부조직으로서 모든 디자인 심의·검열·등록을 책임지고 있

다고 조선신보는 전한다.74) 이 미술지도국은 내각 산하 산업미술창작사들과 각도 

인민위원회의 산업미술국들의 총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은 

북한이 국가 운 에 필요한 각종 디자인을 창작사들에게 개발하도록 명하는 디자

인 수급의 중간 매개조직이며, 동시에 내부 연구개발실을 통해 직접 디자인을 개발

하는 창작조직의 역할도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일 시대는 산업미술이 침체에서 성장으로 가는 과도기

적 시대라고 설명 할 수 있다. 디자인성장을 위한 북한의 법제 구축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디자인전시회를 통한 본격적인 내부 상공업 진흥정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존 헤스켓의 국가가 디자인을 정치에 

활용하는 7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면75), 김정일 시대 북한은 국가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민족주의적 특성과 경제적 이익이 결합하고 인민군창작사를 통해 군수용품

을 개발하게 하여 군사미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정

일 통치시대 북한은 해외 수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상표, 포장디자인을 개선하게 

하 으며, 국가경제의 자급자족을 높이기 위해 소비운동을 전개하고 국산 제품의 

디자인전시를 통해 선전사업을 벌이기도 하 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북한 산업미술은 민족족주의적 특성만을 강조하여 다양한 

양식의 디자인을 개발하지 못하 고, 디자인의 기술적 측면에서도 컴퓨터를 활용

한 설계의 비중이 낮아 정확한 수치의 모형을 제작하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 음

을 앞의 사례조사를 통해 관찰하 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 민족주의적인 산업미술 

74) 김지 , “경제와 인민생활 추동하는 《우리 식 디자인》”, 조선신보(2013. 12. 20, 2면.
75) 존 헤스켓은 디자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7가지로 정리하 다. 

①해외시장에서 자국의 상품 경쟁력을 높여 국가 수입을 증대하는 수단

②전시회 등 진흥사업을 통해 무역 역량 강화와 국위를 드러내는 도구

③전쟁, 군비 경쟁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

④국가 경제의 자급자족 수준을 높이는 정책 수단

⑤민족주의적 특성과 경제적 이익이 결합 

⑥정치 선동 수단 

⑦세계화를 위한 상공업 진흥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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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유지하다가 김정은이 권력을 계승하면서 조금 더 문화적으로도 개방된 

‘디자인의 세계화 정책’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는다. 

제4장 김정은 시대 산업미술의 특성

제1절 관영매체를 통한 디자인정치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부터 북한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에서 산업미술과 관련

된 기사들이 크게 증가하 다. 노동신문의 경우 과거 70년대 1건의 기사를 실었으

며, 80년대 2건, 90년대 1건, 2000-2011년 10건, 2012-2015년 상반기까지 10건에 

걸쳐 디자인 관련기사를 내보냈다. 전체 기사 비중으로 보면, 노동신문의 디자인관

련 기사 중 41.6%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 선지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작성되었

음이 관찰되었다.

N 기사 제목 발행일 기사 건수

1 산업미술과 그 특성 2013.11.13

10
(41.6%)

2
군인가족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 박명순동무

2013.7.22 

3 산업미술도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013.6.22

4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2013.5.12 

5 최근 산업미술의 발전동향 2013.2.20

6 어버이수령님탄생 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페막 2012.9.13

7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참관 2012.6.23

8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산업미술성과 2012.5.5

9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 다

2012.4.11

10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 2012.4.11

11 산업미술전람회 개막 2000-2011 10(41.6%)

12 산업미술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 90년대 1(4.2%)

13 산업미술과 우리생활, 전국산업미술전람회 개막  80년대 2(8.3%)

14 전국 공예 및 산업미술전람회 소식 70년대 1(4.2%)

총 24건(1961-2015. 6)

<표 13> 노동신문에 실린 산업미술 관련 기사 분석(2012-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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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유형 제목 편성일

1 소개편집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산업미술
도안들 (2)

2015.5.17, 2015.6.02

2 소개편집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산업미술
도안들 (1)

2015.4.28, 2015.4.18 

3 사회문화상식 산업미술: 의상미술
2014.8.10, 2012.9.14,
2013.6.4

4 소개편집물
경제강국건설의 면모를 과시한 산업미술도
안들 (3)

2014.5.16, 2015.5.10

5 사회문화상식 산업미술: 공업미술
2014.5.14, 2012.6.19,
2012.5.25 

6 소개편집물
경제강국건설의 면모를 과시한 산업미술도
안들 (2)

2014.5.9, 2014.5.4

7 소개편집물
경제강국건설의 면모를 과시한 산업미술도
안들 (1)

2014.5.8, 2014.5.1

8 사회문화상식 산업미술: 사명과 역할
2014.4.10, 2014.1.25,
2013.12.15

9 방문기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산업미술도
안들 (4)

2013.5.26 

<표 14> 북한 조선중앙TV에 소개된 산업미술 관련 프로그램(2012-2015. 6)

노동신문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계승동안 산업미술에 대

해 시대별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왔다. 시대 순으로 이를 열거하면, 산업미술은 

주체미술(1993)▶ 주체적 문예사상(1998) ▶ 경제건설의 힘 있는 수단(2002) ▶ 
강성대국건설을 추동하는 힘(2003) ▶ 선군시대 경제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미술 

(2008) ▶ 강성국가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는 미술(2012) ▶ 경제강국 건설의 추동 

수단(2013)으로 노동신문에 소개되었다.

김정은 시대 산업미술은 북한의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매체에도 자주 등장한다.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북한 조선중앙TV에 소개된 산업미술 관련 방 물

들을 살펴보면 총 38회 프로그램이 방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  횟수로 비교하

자면, 김정은 집권시대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 6배에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방 되

었다. 아래 <표 14>는 김정은 집권 이후 방 된 디자인관련 프로그램들을 내용과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일반국민의 교양교육을 위한 사회문화상식 (28.9%), 

소개편집물(34.2%), 김정은의 국가산업미술전시장 방문 소식(21.1%), 전시회 방문

기(10.5%)순으로 방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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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유형 제목 편성일

10 방문기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산업미술도
안들 (3)

2013.5.24 

11 방문기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산업미술도
안들 (2)

2014.5.8, 2014.5.1

12 방문기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산업미술도
안들 (1)

2013.4.29 

13 사회문화상식 산업미술: 상업미술 2012.7.23, 2012.6.7  

14 소개편집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척후대 산
업미술 (3) 

2012.5.8 

15 소개편집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척후대 산
업미술 (2) 

2012.5.7 

16 소개편집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척후대 산
업미술 (1) 

2012.5.6 

17 보도소식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어
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 경축국가산업미술
전시회장을 돌아보시 다  

2012.4.13(2회),
2012.4.12(1회),
2012.4.11(5회) 

총 38회 방 (2012-2015.6: 86.3%)

18 소개편집물
시대적미감에 맞는 산업미술도안들 
공화국창건60돐경축 전국산업미술전람회장
에서

2008.9.19.,9.24-25(3회)

19 방문기
당창건 60돌 경축 국가산업미술 전람회장을 
찾아서

2005.10.20.-10.22(3회) 

총 44회 방 (2012-2015.6: 13.7%)

<표 14>에서 방송물들의 편성 일자을 살펴보면, 김정일 시대 9-10월에 집중되었

던 것이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는 4-5월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2012년부터 노동당창건일을 기념해서 10월경에 열던 국가산업미술전시회를 김일

성 생일달인 4월로 이동하여 개최하 기 때문이다.76) 

과거 10년간 산업미술 방송프로그램 방  빈도를 분석해보면, 아래 <그림 13>처

럼 2012년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프로그램들의 내용면

에서 2005, 2008년은 국가산업미술전람회장의 전시회의 성과를 소개하는 관평(觀
評)이 많았는데, 2012년부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양상식, 작품소개 프로그램

76) 김일성 시대에 전국규모 산업미술 전람회는 평양미술축전이 열리는 4월에 개최되었고, 김
정일 시대 2002년부터는 평양미술축전이 국가미술전람회, 신인미술전람회, 산업미술전람회, 
청소년, 아동미술전람회, 조선옷전시회, 기념품전시회, 컴퓨터미술경연으로 나누어 진행됨

에 따라 조선로동당창건일(10.10) 이전인 9월 중순경에 산업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다.
산업미술전시회 일정은 ｢조선예술｣(1978-2015)과 조선예술념감(2003), p.3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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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증가하 다. 집권 첫해인 2012년은 김정은이 전시회장 방문을 알리는 소식물

들이 여러 번 전파를 타게 되었다. 2013년부터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지도하에 

창작된 디자인들을 홍보하는데 주력한다. 필자는 이를 이유로 2013년을 김정은의  

지도력 과시를 위한 디자인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로 평가하 다.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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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그림 13> 2005-2015 방송매체의 산업미술 프로그램 방영 빈도 분석

2014년 조선중앙TV는 산업미술의 성과홍보와 교양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방 하 다. 2015년도 상반기까지 4-6월에 걸쳐(2015.04.18, 

2015.04.28, 2015.05.17, 2015.06.02.)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산업미술

도안들 (1), (2)”이 방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김정은의 교시를 직접 설명하기

보다는 그의 지도를 받은 산업미술창작가들의 입을 통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챙기는 지도자의 행적을 설명하게 하 다. 2015년 조선중앙TV의 소개편집물에 

13여명의 전문 디자이너와 창작기관 책임자들이 등장하는데, 주된 내용은 김정은

의 현대적 미감성과 창작 지도력, 전문성을 칭송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북한 방송매체의 김정은 칭송 방법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그림 14>를 보

면, 조선중앙TV와 신문들은 2012년은 현장방문에서 김정은이 교시한 내용을 직접

적으로 보도하 다. 2013년에는 처음으로 디자인정책 선전화를 등장시켰고, 

2013-2014년은 김정은이 직접 지도.비준했다고 전하는 도안작품들을 통해 그의 

업적을 홍보하 다. 방송에는 주요 당, 내각 인사들의 참관하는 장면을 보도하

다. 2015년은 전시장의 주요 부분이 김정은 지도로 창작된 작품들로 가득하게 되었

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김정은의 지도를 받은 13명의 창작가들과 책임자의 체험

담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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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2-2015 조선중앙TV의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소개 방영물

 

*(상좌) 2012년 김정은의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방문 소식 상 (2012. 4. 11.)

 (상우) 2013년 주요 인사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방문 소식 상 (2013. 4. 29.).

 (하좌)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전시장 내부 전경 (2014. 5. 8)

 (하우) 2015년 조선산업미술창작사 부사장의 김정은의 지도 내용에 대한 설명 (2015. 4. 28)

앞서 김정은 시대 신문과 방송의 홍보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의 두 매체 모두가 

산업미술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인 해는 김정은 집권초기인 2012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매체의 기사 빈도가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표 15>에서 보듯이 <노동신문>의 산업미술 관련기사 건수는 2014년을 기점으로 

사라졌고, 반대로 조선중앙TV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

는 북한 디자인을 통해 정치적으로 지도자를 홍보하는 방식이 글 중심에서 상매

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하 다. 

또한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미술전람회 관련 방송 프로그램들은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 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https://www.youtube.com)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게시자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는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

시회부터 디자인 소개 방 물들까지 여러 편을 온라인상에 공개하 다. 이는 해외 

홍보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 동포, 정보화교육을 받고 상자료에 익숙한 

10-30세의 북한 청년인 ‘새 세대77)’를 겨냥한 김정은 정권식 매체활용 홍보 방법으

77) 김성경, “북한 ‘사이(in-between)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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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진다. 

년도 북한 산업미술 관련 기사 내용 관련기사

2015 - -

2014 - -

2013 산업미술 교양기사와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소개: 1000여점 전시 5

2012 국가산업미술전시회: 2700여 점 전시 6

2008 전국산업미술전람회:1500여 점, 400여점 실현제품 전시 2

2006 산업미술도안의 현황 1

2005 노동당창건 60주년 산업미술연구토론회 1

2004 경공업미술창작사 창립 30주년 기념 축하 1

2003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산업미술 현황 소개 5

2002 북한 산업미술전람회 소개: 약 900여점 전시 2

1998 산업미술에 관한 주체적 문예사상 1

<표 15> 1994-2015 노동신문에 실린 산업미술 관련 기사 분석

*최희선(2011)의 표를 기초로 재조사 후 작성

제2절 2012-2015 북한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연도별 추이

1.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체제 정통성 및 경제·사회 발전상 강조

최근 북한 디자인의 소식은 관  신문과 TV방송의 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소개

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2012년은 김정은이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직접 

방문한 해로, 그의 행보 덕분에 중앙산업미술지도국과 국가산업미술중심(국립디

자인센터)이 북한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2년에 개최된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는 총 2700여 점이 전시되었는데, 1700개 

디자인 역사 기록물과 1000점의 최근 디자인 작품으로 구성되었다(노동신문, 2012. 

4. 11; 2012. 5. 5). 디자인 기록물들은 김정숙의 군복, 자수 작품을 비롯하여 김일성 

지도로 창작되었다는 국기, 국장 도안까지 김일성 일가의 정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층 전시실은 상설전시장의 기능을 갖는데, 1층에 전시된 

도안 기록물들 통해 북한은 체제 정통성을 홍보하고 있다. 

2층에 전시된 현대 디자인 작품들은 기계, 건축, 교통운송, 일상용품의 형태, 

김정은 정권과 청년 세대의 다중적 정체성(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15), pp. 159-199. 



769

식음료가동품의 상표 및 포장, 의복 등 다양한 분야가 출품되어 국가 경제의 발전

상을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전시장에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하여 디자인 

설계안을 볼 수 있도록 전시방법을 다양화 하 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 전시방법은 

전문잡지에 소개되기도 하 다.78) 필자는 전시장에 공개한 <그림 15> 디자인설계 

프로그램이 미국 어도브사(Adobe)의 포토샵(Photoshop) 소프트웨어와 메뉴 구성,  

운 방법 측면에서 매우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은 ｢조선예술｣(2012. 9)

에서 “도안창작에 필요한 기능 높은 응용프로그람들을 작성하고 있는 기사들”이란 

사진을 통해 그래픽디자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북한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었

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프로그램을 그대로 혹은 부분적으로 변형해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5>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모니터 화면과 「조선예술｣(2012. 9)에 

소개된 컴퓨터 디자인설계의 관련 사진기사

*(좌)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홍보 상 캡쳐, 조선중앙TV(2012. 5. 6)

 (우)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공업 및 일용품도안을 창작한다”, ｢조선예술｣(2012. 9), p.49.

또한 ｢조선예술｣(2012. 6)은 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전시장인 국가산업미술중심

(National Design Center)의 컬러 사진을 실었다. 이 국립디자인센터는 김정은 집권

기에 군건설자들을 통원해 동해 4월에 신축한 공간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디자인 

관련 전문전시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도안의 창작, 심의· 

등록과 국제교류 등을 지도·통제하기위한 시설이다. 이 건물 전면에는 북한산제품

의 원산지등록기관의 마크가 걸려 있고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다고 북한은 홍보하

다(조선중앙TV, 2012. 5. 6).

2012년 대표적 디자인 작품들을 열거하면, 김정인 시대의 첨단 기계의 상징인 

78) 북한은 이와 관련해 ｢조선예술｣에 산업미술의 기술발전을 홍보하는 기사를 실었다.
“도안창작에 필요한 기능높은 응용프로그람들을 작성하고있는 기사들”, ｢조선예술｣ (2012. 9),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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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련하기계회사(朝鮮蓮河機械公司)의 <련하기계(CNC공작기계>와 만수대창작

사의 <평양민속공원79) 고구려 단청도안>이 있다. 김정은의 집권 첫해 준공된 평양

민속공원의 건축물들은 약 100여 개가 있는데, 고려와 고려 시기의 소실된 유적의 

복원 모형화에 만수대창작사와 관련기관이 디자인을 담당하 고 전한다. 민속공

원 건축물 중 가장 높은 금강사탑은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만수대창작사가 디자인

한 것으로 보이는 장식이 그려져 있다. 조선중앙TV 연속기행 “자랑하자 우리의 

평양민속공원 제3회”에서 건축전공 학생의 설명을 빌면, “고구려 금강사탑의 단청

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둥에 무늬가 들어간 것으로, 고구려 유적물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조선중앙TV, 2013. 1. 19). 남한의 곽동해

(2011)80)에 의하면 고구려시대 단청은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고분벽화의 건축부재 

그려진 양식을 기초로 유추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만수대창작사의 도안

가들을 통해 역사유적에서 화려한 고구려 문화를 강조하는 조형장식을 덧붙 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16> 2012년 9월 준공한 평양민속공원

 (좌) 평양민속공원의 조감도, 조선중앙TV(2012. 10. 24) 

 (중) 민속촌구의 고구려 유적 복원 모형, 조선중앙TV(2012. 10. 1) 

 (우)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민속공원 고구려 단청도안>, ｢조선예술｣ (2012. 6). 

79) 평양민속공원은 안학궁 서쪽 대성산 기슭에 조성된 노천공원으로서, 크게 역사종합교양구, 
역사유적전시구, 현대구, 민속촌구의 4구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선중앙TV는 연속기행 “자
랑하자 우리의 평양민속공원”을 통해 이 공원을 자세하게 소개하 다. 제1회(2012. 10. 1) 
방 물에서는 평양민속공원은 2008년 12월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건설건재종합대학이 설계

하여, 2009년 4월 8일 김정일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었다고 전한다. 평양민속공원은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날 개장을 계획하 으나 건설이 늦춰져 그 해 9월 11일에 준공하 고, 
2015년 8월에 원림녹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속공원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평양건설건재종합대학의 위 철 실장은 “소멸된 역사

유적물의 건축복원 설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 공원은 북한 역사에서 강조하는 고대-현
대까지의 건축유산과 정권수립 이후 세워진 기념탑과 기념동상의 축소 모형상 등도 야외

에 전시하고 있다. 
조선중앙TV(2015. 8. 10; 2015. 8. 13).  

80) 곽동해, 한국단청의 원류 (2011),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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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방직 및 의상디자인인 <봄가을 조선옷도안>, <날염이물간무늬도안 

및 편직무늬도안>과 기계공업성산업미술창작사의 작품으로 보이는 <대형여객버

스형태도안>, <강성-내연기관차형태도안>, <련하기계(CNC공작기계>81)의 사진

들이 북한 인쇄매체에 소개되었다. 또한 평양인쇄공업대학 학생들의 <가정용 무절

단기>, <그릇세척기 도안>들이 전시되었다고 매체들은 기록하고 있다

<그림 17>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출품된 디자인작품들

*조선중앙TV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소개 프로그램 (2012. 5. 6)

중앙산업미술지도국 리동찬 국장의 조선중앙TV와의 2012. 4. 27 인터뷰 장면. 

81) ｢조선예술｣은 김정은 시대의 첨단 기계공업 기술 발전을 과거와 비교할 수 있도록 김일성 

집권기에 제작된 연하기계들의 <수자조종후라이스반(1978)>과 김정일 시대의 <구성 104-60
호 수자조종선반> 이미지를 사진에 함께 배치하 다.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중에서,” ｢조선예술｣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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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디자인 세계화 강조

2013년 개최된 국가산업미술전시회는 1,000여점이 출품되어 규모면에서 2012년

보다 축소되었다. 하지만, 2013년 전시회는 내용적으로는 정치, 경제 측면에서 북

한 당국이 중요하게 홍보하는 작품들이 다수 전시되었다. 특히 이 전시회는 김정은

이 직접 비준.지도하 다고 전하는 작품들이 처음으로 출품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2013년 전시회는 김정은의 사진, 교시와 구호82)가 적힌 정치선전화도 함께 

전시된 점이 다른 해 전시와 다른 점이다. 이 정치선전화에는 산업미술의 구호인 

“우리의 산업미술을 세계적 수준으로!”가 인재대군양성, 창작기지확대, 생산실천

결의, 미학적인발전, 대외교류강화의 5가지 주요 지침과 함께 적혀있다. 필자는 

2013년 신문 소개기사의 내용과 이 선전화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이 해부터 디자인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다고 판단하 다.  

<그림 18> 2013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정치선전화와 김정은 지도로 창작되었다고 

홍보하는 도안들

  (좌) 작가미상 정치선전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의 산업미술을 세

계적 수준으로>

  (중) 김정은 지도의 <만수교 청량음료점> 간판도안

  *조선중앙TV (2012. 4. 29). 

2013년은 무엇보다도 도시 상점의 마크와 간판디자인들이 많이 출품되었는데, 

이들은 김정은의 지도·비준의 작품들로 소개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사례로는 평양 

<만수교청량음료점>의 마크 및 간판도안, <미래상점>, 북한군 정찰총국이 운 하

는 외화식당인 <만수교고기상점>, <해당화관>, <조선옷점>, <종로관광기념품상

점>, <철쭉식당>, <대동문 화관 식당>, <창전해맞이식당> 등 상업 및 관광외식업

과 관련된 시설을 위한 디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 다.

82) 정책선전화 구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의 산업미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조선중앙TV(201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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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년은 건물의 개축·신축과 관계된 작품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조선

예술(2013. 7)｣에 소개된 대표 도안들은 <모란봉, 류경원 마크도안>, <휴식터 건축

장식도안>, <원산수족관 형성도안> 등 당정책 사업과 관계된 작품들이 많았다. 

<그림 19>  2013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도안들 1

*(우상) < 류경원 마크도안>, (하) <원상수족관 형성도안>

 (좌상) <모란봉악단 마크도안>, (중) <휴식터 건축장식도안>

    (하) <새포식료가공공장 상표도안>

          ｢조선예술｣(2013. 7), p.46.

이외에도 북한의 과학기술을 홍보하는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기계공업산업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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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사의 <<광 호> 태양빛전지차 형태도안>가 대표적 사례인데, 이 도안은 북한

에서 처음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조사되었다. 태양열에너지83)는 ｢천리

마｣(1992. 1)에 의해 북한에 소개된 이후 약 20년 만에 디자인에 기술을 접목해 

응용되었다. <잔디씨 종합파종기 형태도안>는 김정은의 국토녹화사업의 정책과 

연관 있는 작품으로, 2014년에는 평양미술대학에서 <잔디깎는기계 형태도안>이 

개발되기도 하 다. 이를 보면 북한 산업미술에서 ‘잔디’는 과학기술을 응용해야

하는 주제로서 앞으로도 관련 기계류 도안들이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0> 2013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도안들 2

*(좌) 기계공업산업미술창작사, <<광 호> 태양빛전지차 형태도안>

 (우) <잔디씨 종합파종기 형태도안>

  조선중앙TV (2012. 4. 29). 

 

3.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새 세대의 자립적 민족경제상84) 부각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는 일상용품 분야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 다. 

필자는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특징을 규정함에 있어, 이 전시회는 새 세대, 

즉 시장시기 성장한 젊은 2세대에게 북한 상품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자립적 국가

경제상을 부각시키는 목표로 기획되었다고 보았다. 이 전시회는 <전승컵 체육경기

대회 우승컵도안>, <체육경기장 마크도안> 등 일부 작품들에 창작가들 간의 디자

83) 국제과학계 소식 “태양에네르기 자동차,” ｢천리마｣ (1992. 1), p.123.
84) ｢조선예술｣(2015. 1)은 “산업미술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 립장에서 창조적

으로 발전시켜야 그것이 사회발전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될 

수 있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를 전하 다. 본 연구는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와 가구제

품, 일용품도안전시회의 특징을 규정하기 위해, 김정일의 이와 같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추동’ 교시와, 노귀남(2015)의 ‘시장화 속의 새 세대’, 헤스켓의 국가경제의 ‘자급자족 수준

을 높이는 디자인’의 견해를 차용하 다. 
참고: 노귀남, “시장에서 새 세대의 지향,”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 김정은 정권

과 청년 세대의 다중적 정체성』(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15), pp.131-153. 
박권일, “가구장식에서의 부르죠아생활문화요소”,「조선예술｣ (2015. 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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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쟁을 통해 최종작품을 결정했다는 것도 표시하 다.85) 

2014년은 중앙산업미술지도국에서 주최하는 디자인 전시회가 두 번에 걸쳐 개

최되었다. 첫 번째 전시는 2012년부터 4월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가산업

미술전시회(2014. 4.10-5.13) 고, 두 번째는 3달 동안이나 열린 ‘가구제품, 일용품

도안전시회(2014. 9.10-12.10)86)’ 다. 가구제품, 일용품도안전시회는 국가산업미

술전시회와 같은 장소인 중앙산업미술중심에서 열렸는데, 내용을 보면 제품박람

회와 같이 일상용품과 가구디자인의 디자인 설계와 실제 제품을 함께 전시하 다. 

필자는 이 박람회 성격의 전시회가 북한산 제품의 상공업 진흥과 국산제품 경쟁력

을 통한 자립경제 실현에 목표를 두고 기획되었다고 보았다. 

항목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가구제품, 일용품도안전시회

기간 2014. 4.10.-5.13 2014. 9.10-12.10

장소 중앙산업미술중심 중앙산업미술중심

내용 (규모는 밝혀지지 않음) 380여점의 디자인, 430여 실제 제품

고위직 
참관

내각 부총리 내각 부총리

참여자

내각의 관련자들, 산업미술창작사들, 
대학 교원, 연구사, 학생들, 가구제작, 
일용품생산 조직의 도안가, 설계가, 

애호가들 작품

전국 산업미술창작사들, 대학 교원, 
연구사, 학생들, 가구제작, 일용품생산 
조직의 도안가, 설계가, 노동자들 작품

특징
김정은이 지도한 작품, 당정책사업과 
관련된 작품, 일상용품 디자인이 

다양하게 전시됨

주로 공업분야 생산단위에서 창작된 
일상용품과 가구디자인의 

실제 제품을 전시 

<표 16>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와 가구·일용품도안전시회 비교

<그림 21>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과 가구·일용품 도안전시회장 전경

(좌)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2014. 4.10.-5.13)

(우) 가구제품, 일용품 도안전시회장(2014. 9.10-12.10)

85) 북한은 디자인경쟁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하 다.   
86) 조선중앙통신(201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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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주요 출품작들을 꼽으면, 만수대창작사의 <조국

해방전쟁승리기념관 외부장식도안>, <아동병원 산업미술도안>, <은하과학자거리 

공공건물간판도안>, <미림송마구락부 마크도안과 승마복 도안> 등이 있다.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는 건축장식, 건축설게와 관련된 작품이 다수 선보 다. 이 

작품들은 주로 국가 주요시설의 내·외부 장식디자인과 공공기관의 신축 및 개건현

대화(renovation, modernization)를 위한 상징 마크, 거리간판 조성 디자인들이었다. 

이 도안들은 김정은의 대표적 건설치적사업과 도시환경미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들이다. 

<그림 22>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디자인 출품작들

*(우상) 기계공업성산업미술창작사 김철국의 <<락원>4.5㎥유압식전면삽차 형태도안>

    (하) 은하지도국 손은정의 <봄가을일상옷 도안>

 (좌상) 평야미술대학 김경국의 <잔디깎는기계 형태도안>

    (증) 함경남도 산업미술미술국 <감자음식 본보기도안>

    (하)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기술준비소 집체창작 <어린이용 T샤츠날염도안>

          ｢조선예술｣(2014. 6), pp.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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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디자인 내용 도안 소개 지도 (일자)

1 국가우주개발국(DPRK NADA) 마크 도안 - ○ (미표기)

2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외부장식도안 및 

조각상
만수대창작사 ○ (2013.12.19)

3
<미림승마구락부>승마복도안 

(남녀 총 13종)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창작
○ (2013.11.1)

4 민속공원 세계구형상안(1), (2) -

5

중앙과 지방대학 졸업증도안, 
대학깃발도안(6종)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미술대학)

평양미술대학, 
평양시산업미술창작사

○ (2013.10.2)
  (2013.10.23)

6
아동병원과 류경 구강병원 마크 도안,

문수 기능회복원 마크 도안 
조선산업미술창작사,

만수대창작사
○ (2013.10.9)

7 잔디깎는 기계형태도안 평양미술대학 김경국

8 건설건재마크·상징탑 도안 평양미술대학, 

9 <락원> 4.5㎥ 유압식전면삽차 형태도안
기계공업성창작사 

김철국

10 봄 가을일상옷도안 은하지도국 손은정

11 대동문 단청도안 -

12 식당내부건축장식도안 -

13 수산물시장형성 및 장식도안 -

14 울타리설계 건축 설계연구소

15 썰매형태도안 -

16 <류원> 여러 가지 운동신형태도안
조선산업미술창작사 

류정화

17 어린이용 T샤츠날염도안(캐릭터 7건 포함)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기술준비소 집체창작

18 장식천무늬도안 -

19 침대보장식천무늬도안 -

20
체육경기장 마크 도안

(탁구경기장, 서산축구경기장, 수 경기장, 
重경기관 등)

- 경쟁선정

<표 17> 2014년 북한 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주요 작품과 창작기관

2014년 전시회에 소개된 김정은 지도의 작품들과 주요 도안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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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디자인 내용 도안 소개 지도 (일자)

21
<은하과학자거리> 공공건물간판 도안

(은하정보통신소, 은하원, 종합상점, 
은하종합진료소)

만수대창작사 ○ (미표기)

22 전승컵체육경기대회 우승컵도안 평양시산업미술창작사 경쟁선정

23 청년선수권대회 우승컵도안 작품 조선산업미술창작사 경쟁선정

24 국제체육경기대회 마크, 우승컵, 메달도안 농구경기 우승컵도안 ○ (2013.12.20)

25
창성식료공장 상표 및 포장도안

(돌배술, 도토리술, 찔광이술, 산과일단물, 
가시오피단물/  다래술)

조선산업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

○ (미표기)

26 주방도구 형태도안 -

27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도안 -

28 어린이방 시계 및 온습도계도안 -

29 도자기그릇도안 -

30 삼일포 버섯가공품상표도안 -

31 감자음식 본보기도안 (8종)
함경남도산업미술미술국

정성남

32 여러 가지 김치포장도안 (8종)

33 휴양소건축장식도안

*조선중앙TV (2014. 5.1, 5.4, 5.10: 프로그램 첫 방 일 기준), ｢조선예술｣(2014. 6), pp. 

46-48.

4.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디자인의 발전과 퇴보 양면성

북한 방송매체는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방 물 표제로 산업미술은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척후대”라는 표현을 사용하 다. 이는 김정은의 2012년 

현장방문 어록과 같은 표현이다. 조선중앙TV는 2회에 걸친 방 물에서 디자인작

품들을 소개하 는데, 작품들의 대부분이 김정은의 지도로 창작되었다고 소개하

다. 이 작품들은 지도자와 당의 디자인 지도·통제가 강화되었음을 드러내었다.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는 북한 디자인이 작품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해

외 브랜드를 복제하는 등 질적으로는 퇴보하는 양면성을 보이게 된다.

북한은 2015년 교육과 관련된 작품들을 대거 선보 다. 이는 2012년 9월 최고인

민회의 법령 제정을 통해 2015년 12년 의무교육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별 교복, 학생 가방류, 집기류 디자인들

을 전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과 관련된 작품들은 북한 교육시설의 개·건축용 

공간디자인, 기계공업성창작사의 학교단계별 4계절용 교복과 가방류가 디자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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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그림 23>처럼 조선중앙TV는 방송물에서 새 교복을 입고 전시회를 관람

하는 학생들을 통해 실현된 도안들을 홍보하 다.87)

<그림 23>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도안들 1

*(상좌) 식음료관련 상표 및 포장 도안들

   (우) 체육복, 봉사복, 일상옷, 활동복 도안과 여러 서체 도안들

 (하좌) 교통·운송 및 농업·건설용 공업미술도안들

    (우) 식료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 디자인의 교복 의상도안들

           조선중앙TV(2015. 4. 18).

또한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고 선전하는 <육

아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에서 리용할 집기류도안>이 대표적 작품 중 하나

로 소개되었다. 이외에도 주석단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의 뒤 배경을 장식하는 

배경미술88)’의 모형이 이례적으로 전시되었다. 배경미술이 모형으로 국가전시회

87)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산업미술도안들 (1)”, 조선중앙TV (2015. 4. 18; 2014. 4. 28).
88) 북한의 배경미술은 공연을 위한 무대미술과 달리 조각상이나 기념물의 뒤 배경에 연출을 

위해 설치되는 미술을 말한다. 북한의 집단체조의 경우 객석 배경미술은 ‘배경대미술’로 

부르는데, 주제의 형상수법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방법 중 집약과 함축에 기초한 장식적 

수법, 의인화적 수법, 부호적 수업 등을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2015년 국가산업미술

전람회에 모형으로 전시된 주석궁 동상연출에 대해 ‘배경미술’로 소개한다(조선중앙TV, 
2015).
참조: 김 환,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 식 집단체조 배경대미술- 집단체조 <수령님 모신 

내 나라>, < 원히 당과 함께>”,「조선예술｣(1993. 4), pp. 16-17.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산업미술도안들 (1)”, 조선중앙TV 홍보 상 (2015. 4. 
18;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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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전시된 것은 필자의 연구 결과 2015년이 처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례

는 국가경제 발전에 디자인을 활용하기보다 지도자 체제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2015년 전시회의 김정은 지도로 창작된 도안들 1

*(상좌) 식음료관련 상표 및 포장 도안들

    (우) 체육복, 봉사복, 일상옷, 활동복 도안과 여러 서체 도안들

 (하좌) 교통·운송 및 농업·건설용 공업미술도안들

     (우) 식료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 디자인의 교복 의상도안들

조선중앙TV(2015. 4).

2015년 북한 산업미술이 질적 측면에서 하락하는 현상도 있었다. 김정은의 지도

로 2014. 8. 12일 조선산업미술창작사가 디자인한 아동 집기류 도안들에 일본 캐릭

터인 헬로키티(Hellow Kitty)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 도안은 김정은이 제품을 직접 

보여주며 작업을 지도했다고 설명하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상표, 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생한 문제로 여겨진다. 

2015년은 디자이너들과 지역창작조직의 인터뷰를 많이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조선산업미술창작사 김철웅의 <평양국제비행장 진입구 구조물>, 

와 2014년 7월 21일 지도받은 만수대창작사 <고려항공 마크도안> 등이 방송매체에 

소개되었다. 

2015년은 평양 외에 지방 기업소, 도.시단위 창작조직에서 출품을 많이 하 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산업미술창작사 부원 박원철의 수자조종기계(CNC)인 <원산구

두공장 기계, 설비 외부도색합성도안>를 선보 고, 평안북도 산업미술국의 <압록

강종합식당망 건축장식도안>, <손톱깍개형태도안>, <신의주시남상공원형성도

안>, <백마산가공공장 상표 및 포장도안>이 주요 작품으로 소개되었다. 

교육기관에서 출품한 작품들은 평양미술대학 강좌장 김춘성의 <대동강과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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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 제품상표도안>과 학생 손수향의 졸업작품인 <중앙동물원 비둘기 복장도

안>이 있다. 작품들을 통해 평양미술대학의 교원들은 지역 공장뿐만 아니라 당사

업과 관련된 주요 디자인을 직접 창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상디자인은 경공업성 산하 의복, 방직사업을 담당하는 은하지도국 은하기술

준비소에서 <봄, 가을 일상옷도안>을 선보 고, 기타 <겨울철 두루마기도안>, <접

이복도안>, <여름철옷도안>과 같은 전통적 소재들과 <봉사시설 단체복>, <예술체

조경기복> 등 특수 용도의 의복들도 디자인되었다. 

<그림 25>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도안들 2

*(상좌) 의상 및 글자체도안

    (우) 기계공업성산업미술창작사 김천수 <<황금해>호 냉동운반차 형태도안>

 (하좌) 강원도산업미술창작사 박원철 <원산구두공장 기계·설비 외부도색형성도안>

    (우) 함경북도산업미술창작사 <무궤도전차형태도안> 

            조선중앙TV(201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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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디자인 내용 디자인 참여 기관 도안 소개

1 학생용 가방류 디자인

기계공업성
산업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

조선산업미술창작사

기계공업성 
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 최은주

2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 사용 집기류(식기류 세트)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조선산업미술창작사

부사장 주성일

3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제품

상표도안(복숭아 즙, 딸기 단졸임)
조선산업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
강좌장 김춘성

4 평양국제비행장 진입문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 김철웅

5 고려항공 심볼 및 로고타입 만수대창작사 -

6

신의주시 남상공원 형성도안,
압록강종합식당망 건축장식도안,

손톱깍개 형태도안, 백마산가공공장 
상표 및 포장도안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국장 최명철

7
각종 가공식료품 포장도안

(삼색경단, 메기 찹쌀완자, 돼지갈비 
장과, 고기만두 등)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 최송

8 중앙동물원 비둘기 복장도안 평양미술대학
평양미술대학
학생 손수향

9
겨울철 두루마기도안, 접이복도안, 
여름철옷도안, 봄·가을 일상옷도안,

예술체조경기복 도안
평양미술대학 등 -

10

원산구두공장 기계·설비 
외부도색형성도안

(수자조종창사출기, 고정재단기, 
수자조종뒤굽사출기 등)

강원도산업미술창작사
강원도산업미술창작

사
부원 박원철

11 <황금해>호 냉동운반차 형태도안
기계공업성 

산업미술창작사

기계공업성 
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 김천수

12

무궤도전차형태도안, 여러 가지 
봉사부문 간판도안(포항구역 미래원, 
관모봉 상점, 체육용품상점, 내포국집, 

수남샘물공급소, 생선국집 등)

함경북도 
산업미술창작사

함경북도산업미술창
작사

사장 리혁철

13
충전식탁상선풍기, 여러 가지 구두, 
어린이신발 및 운동신발 형태도안,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부원 정성남

14 운동신발 형태도안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실장 정순희

15 명절음식 본보기도안 평양미술대학
평양미술대학
교원 리은향

<표 18> 2015년 북한 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주요 작품과 창작기관

*조선중앙TV (2015. 4. 18, 2015. 5. 17: 첫 방 일 기준)의 전시회 소개편집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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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소개된 북한 디자인의 주요 작품들과 창작조직, 창작가들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은데, 함경북도산업미술창작사는 <무궤도전차형태도안> 외에도 여

러 가지 봉사부문 간판도안(포항구역 미래원, 관모봉 상점, 체육용품상점, 내포국

집, 수남샘물공급소, 생선국집 등)을 선보이며 상공업 분야 디자인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작품을 출품하 다.

2015년 전시회에서는 <그림 25>처럼 다른 해보다 특별히 글자체(typography) 89)

디자인이 중요하게 부각 되었다. 그 원인은 김정은이 산업미술에서 글씨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조선예술, 2014. 7)하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산업미술은 컴퓨터 서체 개발을 통해 광고, 거리간판, 제품 포장, 

국가기관 로고에 다양한 글씨체를 선보여 왔는데, 북한 산업미술 전문가들은 앞으

로도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 서체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계류 분야에서 북한의 관광과 상업용 운송디자인이 다수 발표되었

다. 기계공업창작사 김천수의 <<황금해>호 냉동운반차형태도안>의 경우는 물자 

수송과 관련된 작품으로 김정은의 어류, 육류 보급정책과 연관되어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제3절 건축실내장식과 울타리, 가구 디자인의 증가

김정은 시대는 평양을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부터 도안창작가들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작품들이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건축

연구소 설계가들도 실내디자인, 가구90), 조명의 설계를 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선미술사 2를 보면 북한건축은 1945-1953년 북한미술 정착기 초반에 미

술 분야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건축은 6.25 이후 북한미술의 

역사에서 독립한 분야이지만, 만수대창작사의 경우 아직도 건축 외장 및 내장 장식

을 담당하는 도안창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북한건축가동맹은 건축가, 과학자, 설계원, 건축대학 혹은 공업대학의 교원 및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건축가동맹 주관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

차례 건축축전을 개최하 는데, 2014년 전시도록을 보면 작품 출품기관은 삼지연

89)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산업미술도안들 (2),” 조선중앙TV 홍보 상 (2015. 5. 
17; 2015. 6. 2).

90) 기존의 산업미술가들이 담당하던 가구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을 최근 북한에서는 평양건축

종합대학과 설계대학의 가구건구학과 졸업생들이 설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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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사, 미산건축장식연구소, 라선도시설계정보연구소, 황해북도도시설계연구소, 

백두산건축연구원, 류경건설설계연구소 등 건축설계연구소들이 양적으로 크게 증

가하 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제14차 5.21건축축전 도록에 소개된 작품 유형을 

분석하면 아래의 <표 19>처럼 건축설계의 한 유형으로 디자인(design)이 창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1)

N 유형 설계대상 작품 수(비율)

1
도, 시, 군구획 개건현대화계획설계

(Renovation and modernization planning on 
province, city and country blocks)

도시계획
공동주택 단지 

계획
8(4.3%)

2 종합적인 다기능봉사건물설계
(Design of multi-functional complex) 상업공간 25(13.4%)

3 관광지구에 건설할 살림집설계
(Design of dwelling houses in Tourist’s Area) 주거공간 35(18.8%)

4 실내축구경기관설계 체육공간 19(10.2%)
5 청소년체육학교설계 및 개건현대화설계 교육공간 12(6.4%)

6
대학기숙가설계 및 개건현대화설계

(Design on university boarding house and its 
renovaion and modernization)

교육공간 18(9.7%)

7 각급 학교(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설계
(Design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교육공간 14(7.5%)

8 실내장식설계
(Design of interior decoration)

봉사공간: 숙박, 
외식(식당, 커피점, 

청량음료점), 
연회장, 전시장, 

물놀이장, 
교육공간,

지하보행공간 등

30(16.1%)

9 울타리설계
(Design of fences)

교육, 관광, 휴게 
공간 펜스디자인

10(5.3%)

10 가구설계
(Design of furnitures)

가정용가구 
사무가구 
공공시설
학생가구 
아동가구

15(8%)

총 186점

<표 19> 2014년 제14차 5.21건축축전 작품들의 설계 유형 분석

91) 제14차 5.21건축축전 작품의 분류를 설펴보면, 건축디자인은 10개 유형(도.시.군구획  건현

대화계획설계, 종합적인 다기능봉사건물설계, 관광지구에 건설할 살림집설계, 실내축구경기

관설계, 청소년체육학교설계 및 개건현대화설계, 대학기숙가설계 및 개건현대화설계, 각급 

학교설계, 실내장식설계, 울타리설계, 가구설계)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디자인 활동이 부분

적으로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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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건축축전 출품작의 유형을 분석하면, 관광지구에 건설할 살림집설계

(18.8%), 실내축구경기장 설계와 청소년체육학교 설계(18.6%), 숙박, 외식, 연회, 

전시, 물놀이 공간 등 봉사공간을 위한 실내장식설계(16.1%), 종합 다기능 상업건

물설계(13.4%), 대학기숙가설계 및 개건현대화설계(9.7%),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

급중학교 건물설계(7.5%), 가구설계(8%), 울타리설계(Design of fences, 5.3%) 순으

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 김정은 시대 교육시설과 체육시설의 개축·신축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건축 분야에서 울타리 설계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필자는 북한의 담장디자인은 도시미화차원에서 건물의 외관을 정리하

는 목적 외에도 북한의 명확한 토지관리 필요성이 반 된 현상으로 해석하 다. 

울타리 디자인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 찾아볼 수 없었던 디자인 사례로, 북한

이 2002년 이후 기업소 및 상업공간이 운  자율성을 갖게 됨에 따라 발생되는 

토지관리 요구가 반 된 것으로 보았다.

울타리 디자인의 등장은 김미숙·정매화(2015)92)의 북한 토지이용권제도의 변화

로 설명가능하다. 토지이용권은 1984년 합 법 채택으로 처음 등장 하 다. 토지이

용권은 1993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에게 토지를 최고 

50년 임대할 수 규정이다. 김미숙·정매화는 북한이 1993년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에 그치던 것을 2002년 9월에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1월에 금강산관광지구법

과 개성공업지구에 토지이용권을 설정하고, 2011년에는 황금평·위화도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하 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2013년도에는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내륙에서도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

는데, 필자는 이러한 제도가 울타리 디자인을 제작한 배경으로 해석하 다. 

실제 2014년 건축축전 디자인의 작품을 분석하면 북한의 평양과 라진선봉자유

무역의 토지관리용 울타리 설계들이 크게 증가하 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이 전시

회에는 평양의 공공시설, 교육시설, 공원 등 문화휴게시설의 담장도안들이 출품되

었고, 지방의 경우 라선도시설계정보연구소의 <공원, 살림집용 화원-1 울타리설계 

(그림 25의 우측 이미지)>, 동해 수변에 조성된 <도로설치용 울타리설계>, 황해북

도농업건설설계연구소 <물놀이장, 주택, 유치원, 열사묘지 공원 울타리설계>, 함

경남북도시설계연구소의 <수변 울타리설계>가 출품되었다. 이 디자인들은 김미

숙·정매화의 설명처럼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토지이용권 설정이 

92) 김미숙·정매화, “북한과 중국의 토지이용권제도 비교,” ｢국토계획｣ 제50권 제6호(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5),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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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주체별 토지이용의 경계와 관리운 의 책임을 명확

히 하려는 북한의 움직음을 디자인에서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설계연구소들은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실내인테리어와 가구 

설계도 담당하게 되었다. 2014년 제14차 5.21건축의 심사를 맡은 건축과학기술교

류사 사장이자 공훈과학자인 류재웅은 방송매체에서 김정은이 “건축에서 ‘선

(先)편리성, 선미학성’원칙을 강조하 다”라고 설명한다.93) 김정은 시대 실내인

테리어의 특징도 편리성을 강조한 복합기능의 가구, 현대적 감각의 단순한 형태 

가구디자인이 부각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가구디자인의 경우 가정용 가구와 컴퓨터용 사무가구, 휴게

시설용 가구, 학교 책걸상, 아동가구들 개발되었는데, 전체 중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가구들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 건축-디자

인의 경계, 역할이 전시대에 비해 모호해진 원인은 <그림 26>처럼 실내공간의 

붙박이 시스템가구 설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림 26> 제14차 《5.21 건축축전》 작품집에 소개된 실내장식설계

  *(좌) 라선도시설계정보연구소 한성지 <종합적인 다기능봉사건물설계>

  (중) 황해북도도시설계연구소 문정순 <각급 학교 (소학교, 포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설계>

  (우) 라선도시설계정보연구소 박억만 <울타리설계>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조선건축(2014), p. 23, 121, 165.

 

93) 소개편집물 “강성부흥의 새 번 기를 펼치게 될 건축형성안들 (1)”, 조선중앙TV(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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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평양건축종합대학 정수련 <봄빛- 침대가구설계>

 (우) 평양건축종합대학 장용성 <미래-조절식학생책상 설계>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조선건축(2014), p.181, 182.

제5장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미술의 변화

제1절 디자인 수요-공급의 경쟁제도 도입

조선신보(2013. 12. 20, 2면)의 기사에 의하면 2010년 3월 김정일 지시로 하나의 

디자인 총괄조직을 중심으로 내각 산하 산업미술창작사들과 각도 인민위원회의 

산업미술국들, 일반 창작사들을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 다고 전해

진다. 북한의 디자인총괄조직은 김정일 시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은 통치 이후 

2012년부터 국내외 언론들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하 다. 이 신설조직의 역할과 

업무 체계는 <조선신보>의 북한 취재기사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었다. 이 내용

을 근거로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디자인 지적재산권 등록·심의·보호사업, 진흥사

업 활동과 관련 조직들을 도식화하면 <표 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은 국가산업미술중심(국립디자인센터)가 2012년 

4월 준공되면서 조선산업미술정보교류사, 조선산업미술창작사와 같이 한 건물에 

입주하여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다. 이 국가산업미술중심의 청사 정면에는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 사무소’의 마크가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노동신문, 2012. 4. 11), 북한은 조선산업미술정보교류사의 디자인 정보 검색

과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디자인 등록·심의·보호 체계를 하나로 구축하려는 목적

으로 이 센터를 조직하 다고 여겨진다. 



788 신진연구논문집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은 국가의 모든 산업미술정책을 수행하고, 창작사들의 디자

인을 지도하며, 출판 및 전시 등 진흥사업을 주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소속 기술준비소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조선조동당

내각의 각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소

(중앙행정조직 산하 

실무조직)

⇦

국가산업미술중심(디자인센터)
입주 기관 (2012년 기준)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조선산업미술정보교류사,

조선산업미술창작사

⇨
대내외사업:

조선산업미술협회

(민간차원)

⇩ +

각 도 인민위원회

산업미술국

(각 도의 행정조직

산하 실무조직)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역할 ⇨ 평양미술대학 및 

시도 관련 교육기관

(도안 도입단위)

  1. 산업미술 창작지침 수립

  2. 디자인 지도·통제

+

   - 산업미술정책 수행

   - 디자인 심의·등록

   - 디자인 도용 검열, 감독

기업소

(도안 창작단위)

  3. 산업미술 진흥사업 

⇨  -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주관

  4. 디자인 개발 

   - 소속 기술준비소에서 개발 

<표 20> 북한 디자인총괄조직과 관련기관 관계도

 

* 조선신보(2013. 12. 20)를 기초로 만든 최희선(2015) ‘북한 산업미술 정책결정구조’표를 재구성.

북한 디자이너들은 ‘산업미술창작가’, ‘도안가’로 불리는데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출된다. 전문 산업미술창작가들은 관련 대학의 교원, 학생으로서 사회의 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다. 이들은 졸업 후 내각 산하 산업미술창작사들과 각도 인민위

원회의 산업미술국들, 일반 창작사에서 일하게 된다. 북한에서 산업미술가 민간단

체는 국가 통제·관리대상으로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산업미술가

들은 조선산업미술협회를 통해 중앙 산업미술지도국의 민간차원의 대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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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다고 전해진다.94)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산업미술은 디자인 지적재산에 대한 지도통제가 중앙 

중심으로 일원화 되었지만, 디자인의 수요-공급의 구조는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 

김정일 통치기간 산업미술창작사들은 상위조직으로부터 과제를 할당 받아 창작하

지만, 김정은 시대는 창작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디자인을 결정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 다. 

<표 17>에서 2014년 북한 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작품목록을 보면, 주요 디자인 

작품에 경쟁제도를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탁구경기장, 서산축

구경기장, 수 경기장, 重경기관 등 체육경기장의 마크 도안들>로, 북한은 <그림 

27>처럼 여러 창작사들이 경쟁을 통해 최종 디자인이 선정되는 과정을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전시회를 통해 <전승컵체육경기대회 우승컵도안>은 

평양시산업미술창작사의 디자인으로 결정되고, <청년선수권대회 우승컵도안>은 

조선산업미술창작사의 디자인이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디자인 경쟁을 통해 선정된 2014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작품들: 

북한은 창작사들이 제안한 여러 도안들 중 최종 결정 디자인에 붉은 색 점을 표기하였다.

     *(상) <탁구경기장, 서산축구경기장, 수 경기장, 重경기관 등 체육경기장의 마크 도안들>

      (하) <전승컵체육경기대회 우승컵도안>과 <청년선수권대회 우승컵도안>

94) 조선신보 (2013. 12. 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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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대표적 작품인 고급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교복도안의 경우도 전문

기관 경쟁을 통해 디자인을 선정하 다. 새 의상도안은 국가산업미술지도국, 식료

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 평양미술대학 등 여러 기관의 교복디자인 시안들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견본품 만들어 개발되었다.95) 이 사례들을 통해 최근 북한은 디자

인 향상을 목적으로 산업미술창작사들의 조직 간, 개인 간 경쟁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북한 디자인 역에서 창작기관들 사이에 경쟁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직

도 제한적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관은 대부분 큰 창작사들로

서,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기술준비소, 평양미술대학, 조선산업미술창작사, 평양

시산업미술창작사들이 주로 작품들을 내놓았다. 북한은 과거 우표도안과 같은 출

판미술의 경우 전국의 미술가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하 지만, 공업미

술과 상업미술과 같은 전문 분야를 여러 기관에 요청해 개발한 것은 김정은 시대 

확연히 달라진 변화로 평가된다. 

김정은 집권 시기 디자인 전문창작기관들은 양적으로 증가하 다. 북한 산업미

술의 전문조직들은 2012년 국가전시회 참여기관들을 통해 현황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정권수립 이후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 전시회는 1700여점의 역사적 산업미술 

자료들과 조선산업미술창작사와 각 도 산업미술창작사,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

작단위들,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교육부문 교원, 학생들과 산업미술 애호가들이 

창작한 1000여점의 각종 도안들과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 2012년 

이후 북한에서 약 1천여 명의 만수대창작사와 같은 조선로동당 산하 미술창작사

들, 중앙기관에 속한 산업미술 조직들과 국  기업소, 전국의 공장들, 교육기관들

에서 산업미술 창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김정은 시대 산업미술 공급기관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필자는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디자인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증가하 다. 과거 

김정일 시대 평양미술대학의 산업미술학부에서 건축장식미술, 공업미술, 의상미

술, 방직미술, 상업미술 전문가들을 주로 양성하던 것이, 김정은 시대에는 공업대

학들과 건축관련대학에서 디자인 도안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공

업대학 중 평양인쇄공업대학, 사리원공업대학, 평성공업대학의 활동이 눈에 띄는

데 이들 대학은 공업미술, 상업미술, 실내건축 분야의 도안들을 국가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이중 평양인쇄공업대학은 2010년 김정일에 의해서 공업 및 상업도

95) 통일신보(201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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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창작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업미술학부가 설립되고 강좌들이 마련되었다고 

전한다.96) 이외에도 평양건축종합대학과 사범대학 도안강좌를 통해 디자인관련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다.

북한에서 음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가르치는 전문학교들97)의 활동

은 매체에 특별하게 소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인쇄매체들이 국가산업미술

전람회에 ‘산업미술 애호가’들의 작품들이 늘어난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교

육기관의 교원,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디자인전시에 작품을 출품하고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김정은 시대 산업미술 공급이 증가한 두 번째 원인은 건설관련 교육기관과 설계

소들이 디자인 설계를 창작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으로는 평양건축종합대학(구 

평양건설건재대학)98)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학생들은 실내건축과 가구건구공

학 강좌들을 통해 디자인 설계기술을 배우고 수업 결과물로 건축축전과 각종 건설

형성도안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에 가구, 실내디자인을 창작하는 건축설계

사무소들은 백두산건축연구원, 류경건설설계연구소, 미산건축장식연구소, 삼지연

창작사 등 독립조직들이 있으며, 평양도시설계연구소처럼 도·시 단위 도시설계연

구소들이 있다. 2014년 건축축전에서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의 설계연구소들과 평양, 남포, 라선, 개성의 시 단위 설계연구소에서 디자

인을 전시하 다. 이 외에도 황해북도 농업건설설계연구소, 황해남도 식료일용공

업설계연구소, 라선시 국토환경보호관리국 등 지방행정조직  산하 건설설계조직

에서 가구, 실내, 울타리 디자인을 개발하 다.

이 외에도 북한에서 조선인민군내무군,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조선산

업미술창작사 등 전문 디자인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은 

시대 더욱 다양해진 산업미술 관련 창작조직들 조사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18>와 

같다.

96) “평양인쇄공업대학에서 산업미술전문가를 육성”, 조선신보(2012. 7. 23).
97) 북한에서는 2.16강계예술전문학교, 원산예술전문학교, 사리원예술전문학교, 평성예술전문학

교, 혜산예술전문학교, 개성예술전문학교, 개성예술전문학교, 해주예술전문학교, 청진예술전

문학교, 함흥예술전문학교, 신의주예술전문학교 등 시 단위 예술전문학교들 설립되어 있다. 
98) 평양건축종합대학은 1953년 평양건설건재대학으로 개교한 뒤 2014년 1월 김정은 지시에 

의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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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1 대학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 전 분야 창작 

평양건축종합대학
실내건축, 가구건구공학 등

디자인 강좌 개설

함흥건설대학 실내, 건축, 가구디자인 창작

2 전문학교

평양공예일용전문학교 평양설계전문학교

2.16강계예술전문학교 원산예술전문학교

사리원예술전문학교 평성예술전문학교

혜산예술전문학교 개성예술전문학교

개성예술전문학교 해주예술전문학교

청진예술전문학교 함흥예술전문학교

신의주예술전문학교

3 사범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성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해주제2사범대학

신의주제2사범대학 청진제2사범대학

4 공업대학

평양인쇄공업대학
:산업미술 학부

(2010년도 학부 설립)

사리원공업대학 : 공업, 상업미술, 실내 디자인

평성공업대학 : 공업, 상업미술, 실내 디자인

5
지방행정조직 

산하
창작조직

~도 단위 산업미술국(함경남도): 조직단위가 ‘~국’인 것으로 미루어 
지방인민위원회 소속이 아닌 중앙부처 직속 특별행정기관으로 추정

~시 미술창작사/설계사(평양, 개성) 도시관련 건축, 환경디자인

~도/ 시단위 도시설계연구소
(함경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북도(사장 리혁철), 강원도, 평양, 

남포, 라선, 개성)

관광 및 숙박시설, 상업공간의
실내건축, 가구디자인 창작

~도 단위 농업건설설계연구소 
(황해북도)

실내건축, 가구디자인 창작

~도 단위 식료일용공업설계연구소 
(황해남도)

건축, 실내디자인 설계 창작

~도/ 시 단위 국토환경보호관리국 
(라선시)

건축, 실내디자인 설계 창작

6 전문창작사

만수대창작사 건축장식미술, 각종 기념물 창작

중앙미술창작사 디자인 전 분야 창작

조선산업미술창작사
(부사장 주성일)

건축장식, 제품, 상표 및 
포장도안

<표 21> 북한 산업미술 관련 공등교육기관과 전문창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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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삼지연창작사 실내, 건축, 가구디자인 창작

미산건축장식연구소 실내, 건축, 가구디자인 창작

백두산건축연구원 실내, 건축, 가구디자인 창작

류경건설설계연구소 실내, 건축, 가구디자인 창작

7 인민군 산하 조선인민군내무군 가구 및 디자인 제품 분야

8 내각 산하

~성창작사(철도성, 민보안성, 
기계공업성)

기계류, 일상 생활용품 디자인

은하지도국 은하기술준비소 의복, 방직디자인

9 노동당 산하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기술준비소 디자인 전 분야 

10 기타 기업소들의 산업미술 창작 조직

*2012-2015에 북한의 산업미술, 건축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들의 소속기관을 정리

김정은 시대 북한은 디자인의 지도·통제는 강화했지만, <표 18>을 통해 디자인 

공급 구조는 과거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디자인 경쟁제도 도입과 공급조직 다양화는 북한의 시장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병연·양문수(2012)는 북한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비재시장, 생산재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4대 연관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

러 북한 시장화의 진전은 서비스업과 공장, 무역회사, 상점, 식당 등 공식부문에서 

개인자본의 진출투입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99) 

앞서 2014년 건축축전에서 보았듯이 숙박, 외식(식당, 커피점, 청량음료점), 연회

장, 전시장, 물놀이장 등 서비스업과 다기능봉사건물의 실내디자인 설계가 전체 

작품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사업 소유권의 변화에 의해 자본가들

의 취향을 반 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작품들은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도 과거와 명확히 

달라진 변화라고 설명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북한의 공공서비스 역도 이전 보다 

다양한 공급처들에서 상표, 실내디자인의 도안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사

회 변화로 지적할 수 있다. 

99)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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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문화 유입과 디자인보호법 재정비

최근 ｢조선예술｣(2015. 1호)에는 북한사회에 외부 문화와 종교의 유입을 경계하

는 기고문이 실렸다. ｢조선예술｣에서 박권일100)은 “가구장식에서의 부르죠아생활

문화요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건축, 가구, 의상, 생활 공예품에서 서구 문양, 

장식 스타일, 상징의 침투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미술에서 형식주의가 성행하던 나머지 최근년간에 구조를 

로출시키는 건축구조가 생겨났으며 가구창작가들도 가구창작에서 각 부분품들의 

연결관계를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현대재료들을 아무렇게나 조립하여 이

상한 가구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널리 이용하

는 가구의 요소마다에 자연을 숭배하는 미신적인 내용의 그림과 무늬, 조각을 형상

하는가 하면……침대보와 가림판, 의자 등받이와 같이 직물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서는 옛날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물들과 예수, 보살과 같은 종교주제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으며 어떤 부분들에서는 무슨 무늬인지 알아볼수 없는 광란적

인 색변화에 따르는 추상적인 그림들을 마구 그려놓고 있다101).”

위의 글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생활용품, 가구, 직물, 의상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건축내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문화 유입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미술사 2: 1945∼1982 를 보면 과거 1967-1982년에도 김정일이

“산업미술은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주체적 입장에서 창조적

으로 그려야합니다. 산업미술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라

고 창작원칙을 강조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102) 1967-1982년 북한 산업미술의 개요

의 첫머리에 ‘모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북한 디자인은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역으로 인해 상당기간 해외 상품의 스타일에 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김정일은 80년도에도 공예 및 산업 미술창작리론(1986)를 

통해 “산업미술이란 한마디로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외적형태와 내부

부문들의 모양, 색채와 장식 등 건축물의 내부비품들의 배치 및 생활환경을 사람들

100) 박권일은 2010년 평양미술대학창립 62돐 미술전람회에서 <항공쎈터건축장식도안>을 출품

하 다. ｢조선예술｣의 내용으로 보아 평양미술대학 건축장식도안 관련 강좌의 교원으로 

여겨진다.
101) 박권일, “가구장식에서의 부르죠아생활문화요소”,「조선예술｣(2015. 1), p.31.
102) 조인규, 김순 , 리철, 리임출, 박현종, 함인복, 홍의정, op. cit.,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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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학정서적 요구에 맞게 실현하는 미술이다103)”라고 설명하며,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반 하고 사회주의 이념에 맞는 물질문화를 철저히 보장하는데 산업미술

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 다.

북한 디자인에 해외 브랜드가 실제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90년대부터이다. 1993년

에 평양 공업종합출판사에서 발행된 생활필수품형태도안 자료집 2를 보면 프랑

스, 이탈리아 등 해외 브랜드들이 등장한다. 이 자료집은 경공업부문의 상품형태 

개발을 위한 표본 도안집으로서 북한식 디자인을 보급하는데 발행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각 산하 산업미술창작사에서 출판한 도안집에는 해외 상표에 대한 지적

재산 소유권에 대한 명시 없이 해외 브랜드의 고유 마크와 제품의 도안이 모방되어 

그대로 소개되었다.

<그림 28> 북한 산업미술 도안들 속에 그려진 해외 브랜드

*(좌) 프랑스 브랜드의 마크가 그려진 생활필수품형태도안 자료집(2)(공업종합출판사, 1993). 
p.20.

 (우)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출품된 조선산업미술창작사의 <육아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에서 리용할 집기류도안>
조선중앙TV (2015. 4. 29).

박권일의 기고 글처럼,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외부문화의 문양과 장식 기법을 

사상문화의 침투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산업미술이 지켜나가자고 주

장한다. 하지만 북한 디자인의 장식과 형태 표현에 있어 외부문화의 침투현상이 

뚜렷이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대표적 사례는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출품된 조선산업미술창작사의  <육아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에서 리용할 

103) Op. cit.,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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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류도안>이다. <그림 28, 우측 이미지>를 보면 식기류의 장식으로 일본 캐릭터

인 헬로 키티(Hellow Kitty)가 그려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104) 헬로 키티는 1974년 

일본의 산리오(社)에서 개발한 일본의 대표 캐릭터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상표권,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의류, 문구류, 식음료 가공품, 가구류까지 다양한 상

품으로 개발되어 있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 디자인 담당자는 이 디자인은 김정은

이 2014년 8월 12일 직접 지도하여 개발한 것으로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김정은 시대 북한은 자국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1998년

부터 상표법, 공업도안법, 원산지명법을 차례로 채택해왔다. 2010년부터 북한은 

중앙산업미술지도국를 신설해 하나의 디자인 총괄조직을 중심으로 내각의 산하 

산업미술창작사들과 각도 인민위원회의 산업미술국들, 일반 창작사들을 지도·통

제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 다. 2012년에는 국가산업미술중심(디자인센터)에 

등록된 도안 정보를 검색, 심사할 수 있는 조선산업미술정보교류사를 입주시키기

도 하 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기간 북한은 상표법의 세부 조항을 수정하여 외부문화 유입

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북한은 2012년 11월 13일 신설된 

상표법 제3장 제21조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표식과 표기> 중  “10. 북한을 비우호

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은 상표로 등록이 금지 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 다. 이 제3장 제21조로 북한 집기류의 헬로 키티 상표 도용 

문제를 바라보면, “9.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으로 

북한 내부에서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며, 반대로 10번의 신설조항의 적용으로 상표 

도용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상표권에 대한 국제법 준수 

사항에 예외 사항을 추가 하여 해외 소비재의 유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상표 

도용의 문제를 해결하 다.   

북한의 일상용품과 가구디자인 분야에서도 지적재산권의 문제점이 발견한다. 아

래 <그림 28>을 보면, 2009년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민경철·김민철의 <신발형태

도안>에서도 해외 스포츠 의류, 용품 제조 회사의 마크가 사용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가구 설계분야에서도 아래의 <문명 3- 출발대기홀가구, 면담실가

구, 커피점가구, 대기실가구>, <선경-가구설계>와 같이 해외 사무용 가구와 소파 

104) 2015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 전시된 작품 중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고 2014. 8. 12일 

조선산업미술창작사가 디자인한 했다고 선전하는 <육아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에

서 리용할 집기류도안>에는 일본 캐릭터인 헬로키티(Hellow Kitty)가 장식되어 있다. 이 

도안은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외부 디자인을 수용하는 북한 산업미술의 이중적 성장모습

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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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유사한 도안들이 눈에 자주 띈다. 2014년 건축축전에 전시된 조선인민내

무군의 <행복- 아동 침대, 종합장 가구도안>에서도 독일 베를린시의 상징물인 곰

(Berlin Bear)가 수납장 문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가구 도안에

서는 베를린 곰 조형물에 선녀가 있는 산수화를 장식으로 그려 넣어 합성하 다.

<그림 29> 해외 상표, 디자인과 유사한 북한 디자인들

*(상좌) 2009년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민경철, 김민철 <신발형태도안>, 국가산업미술전람

회 도록, p.137.
(우) 백두산건축연구원 방현숙 <문명 3- 출발대기홀가구, 면담실가구, 커피점가구, 대기실가

구>, 제 14차《5.21 건축축전》작품집, p.180.
 (하좌) 백두산건축연구원 진 석 <선경-가구설계> op. cit., p.183.

(우) 조선인민내무군 박원광 <행복- 아동 침대, 종합장 가구도안> op. cit.,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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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을 통해 북한 산업미술은 과거보다 외부문화에 더 많은 향을 받고 

무분별하게 디자인이 도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디자인 모방의 현상은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제품 및 상표 

디자인에 대한 북한 산업미술가들의 정보가 부족하다. 둘째, 북한의 디자인등록·심

의 체계가 미흡하다. 이 문제들은 각 나라의 특허등록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

넷이 북한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법제 측면에서도 김정일 집권 시대 북한은 내부 디자인 보호·통제를 강화하면서

도, 외부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소홀히 하는 이중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

다. 이러한 북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방침은 “우리의 산업미술을 세계적 수준으

로!”라는 구호에 반(反)하는 현상으로, 내부 시장개방과 북한산 제품이 국제시장에 

진출하는데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북한 디자인의 내용과 형식 변화

1. 2012년 이후 북한 산업미술의 유형별 내용 변화

3, 4장에서 김정일, 김정은 집권 동안 창작된 디자인 사례들을 기초로 2012년 

이후 북한의 달라진 내용 변화를 찾아보았다. 북한 산업미술은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는데, 1994-2011년과 2012년 이후를 비교하면 추가된 분야와 사라진 분야

가 있음을 발견하 다. 김정은 시대에 추가된 디자인 분야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과 기념비의 후면을 장식하는 배경미술로, 이는 북한에서 새 지도자의 권력기

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홍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활동 줄어든 분야는 

공예도안로 과학기술과 현대화를 중시하는 최근 북한 산업미술의 추세 때문에 

2012년 이후 산업미술이 아닌 미술전람회에 전시되고 있다.

또한 2012년 이후에는 고정백(2000)의 <콤퓨터서체도안>과  김명화(2004)의 <평

양미술대학의 홈페이지도안> 과 같이 정보기술 관련된 디자인 사례들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 IT산업에 필요한 디자인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과 조선컴퓨터센터(Korean Computer Center : KCC)와 같은 전문 프로그램연구소를 

갖춘 정보산업 관련시설에서 기술자들을 통해 설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

고 있다. 

북한 산업미술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1994-2011년 동안 우표도안, 기념엽서, 축

하장, 각종 행사용 홍보포스터가 디자인되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어머니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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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하는 우표와 축하장이 개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직·의상미술은 두시기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2년 이후 변화된 점은 북한에서 공원관리원 유니폼처럼 서비

스 역의 단체복이 많이 만들어 졌다는 점과 승마구락부 승마복과 같은 체육복, 

학생교복이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산업미술의 유형
디자인 대상

1994-2011년 2012-2015년 상반기

1 산업출판미술
우표도안, 기념엽서, 축하장,

행사 홍보포스터
우표도안, 축하장

2 방직·의상미술
천장식날염, T-셔츠날염, 
일상옷, 조선옷, 어린이옷

T-셔츠날염, 봉사복, 체육복, 
교복, 일상옷, 조선옷, 어린이옷

3 공업미술
농·건설기계, 정 공작기계, 

선박, 화물자동차, 전차, 승용차, 
가방, 가죽신발, 가구

농·건설기계, 공업용 정 기계, 
잔디기계,  운동기계, 가정용기계
대형버스, 냉동차, 태양열승용차, 
전차, 가구, 학생가방, 식기, 신발 

4 상업미술 식료품, 주류 상표·포장
기관 및 행사용 마크,

일상용품 및 식료품 상표·포장

5 건축장식미술
극장, 박물관, 휴양소, 문화회관, 
과학연구센터의 실내, 조명 

살림집, 상업 및 오락시설, 
교육 및 체육시설, 가구류

6 거리장식미술
가로등, 야외시계, 공원, 

버스정류소, 매대, 야외무대
간판정비, 도시녹지, 가로등, 

야간조명, 공원  

7 서체도안 콤퓨터서체도안105) 간판, 상호 표기용 서체도안

8 배경미술
-

(기념조형물 형성도안)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과 
기념조형물의 후면 장식

9 공예도안 기계수예장식품 -

10 홈페이지도안 평양미술대학 홈페이지(2005) -

<표 22> 1994년 이후 북한 산업미술의 내용 변화

공업미술은 2012년 이후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부터 있었던 농·건설기계, 공업용 정 기계뿐만 아니라 잔디기계,  운동 보조기계, 

105) 2000년대 초반 조선컴퓨터센터에서 청봉체, 고직(고딕)체, 광명체, 율동체, 동심체, 필기체, 
장식체 등 컴퓨터 서체(書體) 300여종과 기호(記號) 5,000여종을 개발하 다고 보도하

다. 북한의 컴퓨터 서체 및 기호 개발은 2001년 컴퓨터교육, 기술보급 등의 정책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북한은 이를 통해  문서편집과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 다

고 전한다. 조선중앙TV (2001.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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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자기계 등 북한의 기계종류가 많아진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운송기계류도 선박, 화물자동차, 전뿐만 아니라 태양열승용차, 대형버스, 냉

동차도 디자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승용차디자인은 1961년 <승리 415호 

5인승 승용차>가 개발된  이후 지속적인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김정일 통치 기간 

1997년 평양미술대학 공업미술도안학과 6학년의 김태식이 설계한 <갱생97 승용차

도안>이 처음으로 관찰되었고, 이후 2000년 국가전람회에 출품된 리훈의 <갱생-승

용차형태도안>, 2002년 남현일의 <강성호- 승용차형태도안>, 안명일의 <승리산-

자동차형태도안>과 정경수·김승일의 <백두산-승용차도안>, 2004년 태경일의 <소

형승용차도안>이 창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출품된 승용차 디자인의 특징

은 태양열에나지를 사용한다는 점과 2인승 스포츠 자동차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설계는 자동차 내부의 기계설계가 아닌 외부 형태를 디자인한 것으로 

시안(試案) 제시 목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김정은 집권 이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식기류, 신발류, 소품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2012년 이후 상업미술은 식료품, 주류의 상표·포장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별 마크

들이 다량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2013년 이후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고 표기된 

도안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류경원 마크도안(2012. 5. 31 비

준)>, <모란봉악단 마크도안(2012. 9. 26 비준)>, 과학기지의 <국가우주개발국 마크

도안>이 있다. 2014년에는 <미림송마구락부 마크 도안>, <은하과학자거리 공공건

물 상점 간판도안>, <국제체육경기대회 마크, 우승컵, 메달도안> 등이 전시되었다.  

2012년 이후 건축장식미술은 양적이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내용적으로도 다양해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북한 건축장식도안들은 

1994-2011년 극장, 박물관, 휴양소, 문화회관, 과학연구센터의 실내디자인이 주를 

이루는데 비해, 김정은 집권 이후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상업 및 오락시설, 교육 시설, 체육시설 설계와 다양한 생활가구들 디자인, 울타리 

디자인들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거리장식미술은 김정일 시기 가로등, 야외시계, 버스정류소, 매대, 야외무대 등 

가로 설치시설물이 주로 디자인되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는 도시 가로 간판정비

와 공원 녹지조성 작품들이 크게 증가하 다. 그 밖에도 가로등과 야간조명을 선보

이는데, 이 사례들을 통해 최근 북한은 주간과 야간에 걸쳐 도시경관 연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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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이후 북한 산업미술의 조형성 변화

북한에서 2010년 발행 백과사전106)에는 “산업미술: 제품의 형태와 색깔, 생활환

경 같은 것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또는 쓸모 있게 만들거나 꾸리는 등 산업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미술”이라고 정의하 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산업미술의 

형식 변화는 2012년 11월 13일 신설된 <상표법 제1장 제2조>을 통해서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표디자인의  형태, 색채, 장식, 기호에 대해 창작방법

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상표법 제1장 제2조> 상표의 정의, 상표도안창작에서 지켜야 할 요구 사항107) 

국가는 상표도안창작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1. 상표도안은 보기가 좋으면서도 의미가 뚜렷하고 특성이 살아나게 형상하여야한다.

2. 상표도안을 인위적으로 과장하지 말고 문화적으로 볼맛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만화적으로 생동하면서도 실감이 나게 형상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4. 너무 원색만 써서 천한감이 나게 하지 말고 상표의 특성에 맞게 색을 조화롭게 

잘 써야 한다.

5. 규격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공통된 내용들과 표기방법을 정확히 지켜야한다.

2012년 추가된 <상표법 제1장 제2조>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창작에서 민족주

의적 조형성을 강조하지 않는 다는 점이 특이하다. 1998년 상표법이 채택되기 이전

에는 산업미술은 사회주의 미술의 사상성, 혁명성, 인민성 더불어 민족고유의 문화

적 정서를 형상에서 보여주어야 했다. 김정일과 산업미술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에 맞게 주체적 입장에서 창조돼야한다고 지시하 고108), 김정일도 이와 같은 창

조지침을 계승해왔다. 김정은도 산업미술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109), 2012년 추가된 법 조항에

는 민족적 형식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상표디자인에 

캐릭터를 의미하는 “만화적 형상기법”을 강조하여 시각적 주목을 일으키라는 과거

106) 과학백과사전 제2판(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775.
107) 장명봉 편, op., cit, p.1116.
108) 강진형, “산업미술은 경제건설의 힘 있는 수단-우리식으로 발전한다. 경공업미술창작사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노동신문(2002. 11. 3), 4면.
109) 하경호,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뜻 깊은 계기로 된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노동신문(2013. 5. 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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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볼 수 없는 방법을 요구한다.

필자는 산업미술의 창작원칙을 요소별로 정리하여 3-4장에서 조사된 디자인 공

업도안과 상업도안들의 사례들을 통해 2012 이후 북한 산업미술의 조형적 변화를 

관찰하 다. 두 시기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이 특징이 요약된다. 1994년 

이후 북한 산업미술은 형태 측면에서 단순한 모양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되었다. 색채는 1994-2011년 고채도의 색채 조합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2012-2015년 상반기에 북한은 고/중채도, 고명도의 색채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10)  

디자인 조형요소
시대별 특성

1994-2011년 2012-2015년 상반기

1 형태 단순한 직선 형태 다양한 복합 형태 

2 색채 고채도의 색채 조합 고/중채도, 고명도의 색채 사용

3 장식 꽃, 전통 문양
무장식 혹은 단순한 기하학 문양, 

아동미술의 캐릭터를 활용  

4 기타 평면적 수작업 표현법 컴퓨터를 이용한 3D 설계, 사진합성

<표 23> 1994년 이후 북한 산업미술의 조형성 변화

<그림 30> 2012년 이후 북한 산업미술의 조형성 변화

*(좌) 2014년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썰매형태도안>, 조선중앙TV(2014. 5.1). 

 (중) 평양건축종합대학 리옥경 <독서탁일식 가구설계>, 

2014년 제14차 5.21건축축전 작품집, p.179.
 (우) 2015년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여러가지 어린이신발형태도안> 

조선중앙TV(2015. 4. 18; 2014. 4. 28). 

110)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산업미술의 색채에 대한 사용지침을 인쇄매체에 자주 밝히고 있다. 
방직미술의 경우 밝고 화려하고, 생기 있는 색채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김씨 일가의 동

상의 경우 색을 입힌 조각상을 창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조선예술｣ (2014. 10), pp. 58-60; ｢조선예술｣ (2015. 7),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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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5년 상반기 공업미술에서 무장식 혹은 단순한 기하학 문양들이 사용되

고, 아동용 의상·신발·집기류·교육공간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들이 개발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기간 산업출판미술, 상업미술의 상표, 포장도안들

은 사진합성기법이 자주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공업도안과 실내건축도안, 거리장

식도안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3D 설계를 보여주었다. 

김정은 시대 디자인의 특성을 요약하면, 북한은 과거 동양화 화법의 통일된 스타

일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북한 산업

미술은 도시적인 미감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요약된다. 닉 댄지거(Nick 

Danziger)의 Above The Line: People and Places in the DPRK (North Korea)에 

실린 사진 작품들을 통해 2013년 북한의 일상을 살펴보면, 의복과 신발류, 수 용

품, 가구, 생활용품들이 과거에 비해 서구화, 도시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6장 결 론

김정일은 “산업미술이라는 개념은 산업과 착되어서만이 설정되며 그의 기능

과 역할도 근대산업과의 연관 속에서 나타난다111)”라고 설명하 다. 본 논문은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는 과거 20년간의 북한 디자인 사례조사를 통해 내부 

사회 변화와 산업발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북한 발행 정기간행물들

과 방송에 소개된 디자인전시회의 5천여 개 작품들을 중심으로 두 시대의 차이점

과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두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으로는, 디자인의 수요-공급 구조가 단순한 하향

식 구조에서 다원화된 경쟁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사회 내부의 

시장경제 변화, 외부문화 유입의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석된다. 또 다른 차이

점은 북한은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상표와 디자인은 보호하지 않는 예외조항

을 신설하고, 내부에 해외 디자인 침투에 대해 법으로 차단과 검열·통제를 강화하

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차이점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반 하는 사상

성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이며, 현대적인 심미성이 디자인에

111) 박현종, 김순 , op. cit.,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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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북한 산업미술이 세계화,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것과 연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북한은 조형적 

측면에서는 조선화를 기초로 하는 주체미술의 민족화법을 버렸다기보다는 디자인 

스타일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두 시대의 공통점으로는, 김정일, 김정은 시대 모두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소비

자 혹은 사용자의 취향을 반 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미적 취향과 

국가가 제시한 목표에 맞춰 디자인을 창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하나의 

디자인 총괄조직을 통해 중앙집권식 디자인 진흥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

점으로 여겨진다. 

2000년 이후 북한의 디자인 창작기관들은 과거에 비해 수적으로 늘어나고 전문

화되었지만, 아직도 평양에 위치한 내각 산하의 산업미술창작사들과 대학들, 일부 

산업미술창작사들, 기업소들이 주요 디자인 과제들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 

산업미술창작사와 건축설계소들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디자인 수요-공급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어 산업미술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지도자의 교시에 의해 산업미술의 창작

원칙이 세워지는 것과 당 정책에 의해 수요가 생성되고 중앙중심의 배급식 공급구

조를 유지하는 것, 해외 정보가 차단된 것이 북한 디자인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된다

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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