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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의 정치행위-지도자상(象)
연동성 분석:
김정은의 비핵화의지 여부 검토를 중점으로
정 교 진* 1)
❖요 약❖
지난 10월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
상에 올랐다. 김정은은 작년 8월에 김정숙(조
모)을 제치고 ‘백두산 3대장군’으로 등극하였
다. 2014년에 국가목표를 ‘백두산 대국’으로 천
명한 김정은에게 있어서 백두산 3대장군 지도
자상(象)은 필수불가결이었다. 인민군대를 ‘백
두산혁명강군’으로 부르며 백두산 대국 진입을
위한 선봉대로 내세우고 있는 김정은은 2015년
에는 백두산에 올라 핵무력을 북한의 가장 귀중
한 ‘정신적 양식’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백
두산 대국’ 진입을 위해서 핵무력이 절대 요소
라는 의미이다. 2016년 1월, 북한이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할 때 김정은은 핵무장만이 북한체
제를 유지하는 확실한 담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이 백두산 3대장군 반열에 오르고 3개월
후, 11월에 북한은 화성-15호를 발사하면서 핵
무력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북한의 외교 행태 가운데 김정은의 비
핵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상징적
이미지’와 ‘수령형상창조’라는 두 가지 이론을
적용시켜 김정은 정권의 시기별(연도별) 정치
변동 및 김정은의 정치행위와 그 시기에 생성된
지도자상들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김정은
의 정치행위와 그의 지도자상에 연동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권승계-권력구축시기(2012~

2013)에 김정은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처음으
로 명시했는데, 그때 ‘세계의 태양’이라는 지도
자상이 나타났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
화할 때는 ‘사상의 영재’라는 지도자상이 나타
났다. 장성택 처형 이후의 리더십 확보시기(20
14)에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당규약･헌법 개
정을 한 독자노선 추진시기(2016)에는 ‘최고 영
도자’라는 지도자상이 생성되었다. ‘핵무력 완
성단계시기’(2017)에는 ‘백두산 3대 장군’이,
‘경제건설 총력집중시기’(2018)광폭의 경제부
문 현지지도를 할 때는 ‘낙원으로 이끄는 지도
자상’이 나타났다. 올해 2019년에는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자력갱
생, 자력자강으로 대응할 때, ‘견인불발(堅忍不
拔)의 지도자상’이 표출되었다.
위의 각 시기별(2012~2019) 지도자상은
조선문학에 실린 ‘김정은 수령형상작품(단편
소설)’들을 분석하여 대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
난 김정은의 지도자상을 연구자가 규정한 것이
다. 본 논문은 2019년 김정은의 대표적인 지도
자상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견인불발의 지도자’
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이 사자성어는 유엔대
북경제제재에 강력하게 맞서는 김정은의 의지
를 시사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핵 무력에 대한
그의 속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어: 정치행위, 지도자상, 수령형상창조, 핵무력, 백두산3대장군, 견인불발

DOI: 10.35390/sejong.26.1.202002.004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80 국가전략 2020년 제26권 1호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2018년 6.12 미·북 정상회담 결과, 네 가지 조항의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제3조에 명시되었는데, 6월13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미북정상
회담 합의문 제3조1)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하였다고 하면서 ‘판문점
선언’2)을 재확인’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합
의문을 채택하고 단독 기자회견 시, 한미군사훈련중단을 노골적으로 암시하게 된
배경이다. 트럼프는 다음날 이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었고 문재인 정부도 긍정적으
로 검토한다고 했다. 이렇듯, 한미군사훈련중단은 판문점선언으로부터 귀결된 것임이
자명하다.
비핵화 관련해서 판문점 선언 제3조 4항은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 즉 한반도(조
선반도)의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라고 명시하였고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이를 다시
확인해준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의 차이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셈법
이 매우 복잡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기도 한다. 물론, 북미정상 합의문에
초미의 관심이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낮게 평가하는 주된 이유이다.
최근 미국 작가 더그 위드에 의해 출간될 책(Inside Trump’s White House)에
대해 매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 내용
중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것이 김정일의 지시이자 유훈이라
고 밝혔다는 것이다.3) 이 내용은 작년 3월에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에게 김정은이 말했다는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와는 정면배치 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2) 판문점 선언 제2조,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
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조 1항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전성훈, “북 비핵화 외교 시대의 종언” <한국경제> 2019.11.0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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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문이 결렬되면서 ‘톱 다운’(정상들끼리 합
의 이후, 실무로 넘어가는 협의 방향)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북미정상은
다시금 6월에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실무협상으로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에게 올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고 촉구하면서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라고 강력주문하고 있
다. 하지만 대북특별대표인 비건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은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현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외교 행태를 보면서 김정은의 비핵화에 방점을 찍는 전문가들은 소수
로 보인다.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우세하다. 본 연구의 목표
중의 하나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종결형이 아니라 현재진
행형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시기별(연도별) 정치변동 및 김정은의 정치 행위
와 그 시기 생성된 김정은의 지도자상(象)을 추적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상징적 이미지’와 ‘수령형상창조’라는 두 가지 이론을 개진하고 적용시
켜 김정은의 권력승계시기부터 경제건설총력집중을 표방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
지 김정은의 지도자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시기별, 김정은의 정치행위와 그의
지도자상의 연동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시기별 김정은의 지도자상 파악을 위해서는
<조선문학>에 실린 ‘김정은수령형상작품’(단편소설)을 검토하였다. 조선문학만 연
구범위로 다룬 것은 본 논문의 취약점으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새로운 측면에서 김정
은의 비핵화의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차후, 본 연구를 토대로 더욱 그 연구의 폭을 넓혀가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적용
1) 지도자상(象): 상징적 이미지
이미지(image)는 어떤 대상에 대해 전달받은 모든 정보가 인간의 인식 속에서
정보처리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하나의 상(象)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주관적 관점의 지식이자 신념이며 지각된 인상의 집합으로서 인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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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4)
프레밍거(Preminger)는 이미지의 유형을 정신적(mental), 비유적(figurative),
상징적(symbolic) 이미지로 분류하였다.5) 이중, 상징적 이미지(symbolic image)는
언어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 자체와 그 의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상징적 이미지는
이미지의 반복에 의해서 상징성을 획득한다. 상징은 창조적인 상상력과 예술적인
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작품의 의미 구조와 언어 속에서 만들어진다.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메타포(은유)와 비슷하지만, 상징적 이미지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이 의미상 유사성과 동일성이 크게 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한 사물(원관념)의
의미를 특정(보조관념)의 방향으로 고정시켜 반복함으로 그 뜻이 굳어지게 한다. 즉
상징적 이미지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의미상 유사성과 동일성이 없더라도 그 의미를
특정화시켜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원관념을 보조관념의 의미에 부합시키는 것을 말한
다. 북한에서 30대 초반의 김정은을 전체인민의 ‘어버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북한문학 작품, 특히 수령형상작품에서 표출되는 김정은의 지도자상은 대부
분 ‘상징적 이미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2) 수령형상창조

①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②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기여 ③ 역사문헌적 의의 ④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수령형상창조’가 지니는 의의와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및 강화이다. 2013년 5월호 조선문학에 실린 <평론> ‘단편소설과 작가의 독창적인
형상탐구’에서 최언경은 수령형상작품의 특징을

① 수령의 위대성형상과 이민위천

② 애국충정의 참된 정형창조 제시라고 하였다.
북한문학에서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은 ① 사상가, 정치가, 예술가로서 수령의
6)

4) 유재웅 2008.
5) 정신적 이미지는 의식의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성의 활동을 포함, 모든 정신활동의 모태가
된다. 주로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을 이루지만,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촉
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 정태적 이미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 비유
적 이미지(figurative image)는 대상과 비유 즉 은유사이의 관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
고 그 이미지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생은 나그네’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이
이미지는 제유·환유·직유·은유·의인·풍유로 압축된다.A. Preminger 1965, 363~370; 정교진
2017, 28~29에서 재인용.
6) 최언경 2013, 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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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화

③ 수령의 후계자를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을 깊이 있게 형상화하는 것이다.

7)

북한에서 ‘수령형상화’라는 용어가 대두된 시기는 1978년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조선중앙년감8)에서 1978년 북한의 문학을 평가하는 가운데, ‘수령형상’
용어를 처음 표기했다.9) 1978년부터 ‘수령형상’용어가 표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
령형상창조’ 기본원칙 중 세 번째 원칙과 연계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원칙을
통해 ‘수령형상창조’의 대상이 수령인 김일성뿐만 아니라, 그 후계자였던 김정일까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수령형상화’는 김정일이 포함될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도 ‘수령형상창조’의 대상이 된다.10) 북한문
학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더불어 김정숙(김정일 생모) 대상으로도 수령형상
화 작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김정은 수령형상작품들은 다양한 김정은의 지도자상을 생산해 낸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지도자상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김정은의 정치행위 및 정치변
동시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다. 김정은 수령형상작품은 시, 노래, 가사, 수필, 소설
(단편,장편), 평론 등 다양한 문학작품에서 나타난다. 본 논문은 김정은 ‘수령형상
단편소설’을 각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
여부는 소설 속 주인공이 김정은인가에 결정된다. 즉,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는 김정은이 주인공으로 직접 등장한다.
조선중앙년감은 전 년도 가장 대표적인 수령형상작품(단편소설)을 문화부문에서

7) 김정일 1997; 김은정도 ‘수령형상문학’을 수령인 김일성과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의 업적을 다룬
문학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함. 김은정 2006.
8) 조선중앙년감은 전 년도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전 분야를 총망라하여
수록한 책으로 최고지도자의 연설문, 담화문, 축하문을 비롯해 현지지도 현황 및 그 내용을 빠짐
없이 수록해 놓고 있다. 특히, 김일성 3부자의 혁명전통, 혁명역사를 매우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사회문화부문에 문학작품들에 대한 소개 및 그 내용들이 자세히 실려 있다.
9) 작가동맹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에서는 장편소설, ‘1932’, ‘혁명의 려명’, ‘고난의 행군’을 내
놓은데 이어 1978년에 이 총서의 또 한편으로 되는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을 세상에 놓았다.
그리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는 이해에 이르러 네 편의 장편소설을 가지게 되었다. 장편소설 ‘백
두산 기슭’은 우리의 소설문학이 위대한 수령님을 문학예술작품에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
론실천적문제를 최상의 높이에서 해결한 본보기작품으로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서 우리
의 소설문학이 이룩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284페이지);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1980년대 초로
파악하고 있다. 임순희 2001; 이경직 2014; 안미옥 2017.
10) 일각에서는 수령을 정치수령, 종교수령, 문화수령으로 분류해 접근하기도 한다. 선우상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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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상세히 설명을 해준다. 연감에 소개된 그 작품들은 거의 어김없이 조선작가
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월간지)인 조선문학11)에 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문학에 실린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들
을 검토할 것이다.

Ⅱ.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 및 대표적 상징적 이미지
1. 김정은의 등장
1) 김정은 대장: 2009년
김정은은 2009년에 처음 등장한다. 하지만,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 반열에 올려
놓고 관찰했던 때는 훨씬 전부터이다.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을 다녀온 후 북한의
최고엘리트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2002~2007)했다. 이후 평양방
어사령부의 일선 지휘관으로 근무했으며, 총청치국이나 국방위원회의 경력도 거쳤다.
2006년부터는 김정은이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12) 이후,
3년이 지난 2009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2009년 10월 5일 일본의 <마이니
치신문>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며 북한이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
료’에서 김정은 대장의 ‘위대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후계자로서의 ‘풍모’를 강조했
다고 했다.13) 그 당시 북한 방문자들에 따르면, 북한 대부분의 지역과 대부분 계층의
사람들이 ‘김정은 대장’에 대해 알고 있고, 그를 상징하는 노래 ‘발걸음’을 부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14) 그리고 2009년 1월 전국적 규모의 로동자 궐기대회가

11) 조선문학은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의 기관지(월간지)로 매월 한편씩 수령형상단편소설을 싣는
다(아주 가끔 대상을 달리해서 두 편을 싣는 경우도 있음).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은 뚜렷한 원칙이
없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대상(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돌려가면서 작품을 싣는다는 것이다.
12) 정승욱 2011, 67; 김영환 2011, 23; 박봉권 외 2012, 20~23.
13) 박명규 외 2011, 41.
14) 2009년 7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의 연구자에 의하면 일반 로동자(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등)들과
가라오케의 직원들이 김정은 대장을 상징하는 노래 ‘발걸음’을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노래를 직접 녹음하여 일본 언론에 소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10월에 평양을 방문한 한겨레신문
사 측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해준 바 있다. 박명규 외 201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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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2009년 상반기에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 ‘발걸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
다고 한다.
2010년 북한 조선중앙연감에서 소개된 2009년 작품들 중에 ‘발걸음’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2009년 문학작품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2009년 문학부문에서는 새로
운 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문학작품
들이 수많이 창작되었다”, “백두산 3대장군15)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이 선군문학
의 본보기작품들로 창작되었다”고 했다. 다만,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3
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시려>)’에 대해 “영화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거창한 투쟁의 나날에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
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 되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튼튼히 다져졌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전변이 일어난데 대한 사실자료들을 생동한 화폭으
로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16) 여기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전변’이 정확
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자료를 통해 2009년에 김정은이 ‘발걸음’이라
는 노래의 주인공으로, ‘김정은 대장’이라는 호칭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김정은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영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
이’17) 도 ‘새로운’에 방점을 찍는 것을 보면, 김정은과 관련된 영화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연감에서는 김정은이 2011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김정은이 들어간 사진(독사진
아님)을 공개한 것이다.
2011년 연감 국내편, 정치부문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을 고무격려

18)(로동신문

1월 4일 보도)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이 2010년 희천발전소를 현지지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은
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처럼, 2011년
연감은 김정은의 이름보다 그의 사진(얼굴)을 먼저 실었던 것이다. 이 방식은 김정일
때와는 사뭇 다르다. 김정일은 ‘당중앙’이라는 별칭으로 먼저 연감에 등장했었다.19)
15) ‘백두산 3대 장군’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가리키는 것이다. 2010년감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서 “벽화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영상이 모셔져있다”고 되어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254.
16)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291.
17)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289.
18)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53~54.
19) 2009년 김정은의 등장 이후, 다음 해인 2010년에 북한은 대대적으로 김정은을 ‘CNC기술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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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 승계･정권 출범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2012년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12.19)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김정일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20) 2012년 연감, 정치편
정치개관에서 “2011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영결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백배로 강해졌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김정은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 부르고 동시에 ‘수반’으로 지칭했다. 김정
은이 권력을 승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2년 연감은 김정일이 죽기 전 현지지도 간 곳 중 희천발전소 현지지도(2011.5.
29.)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에 김정은의 모습도 나왔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처음으
로 김정은의 이름을 넣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라고 표기했다. 2013년 연감은 정치
문건 안에 김정은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 처음 표기하였다.21) 연감 정치개관에서
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군장병들
과 인민들이 김정은동지와 혼연일체를 이룩하였다”22)
김정은이 2012년 4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와, 국
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2013년
연감에 2012년에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기록되어있는데, 김정은 호칭은 군 관련 현지
지도시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로 불리고 경제관련 현지지도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로 기사 제목들이 올라왔다. 기사
내용 안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언론매체를 통해 인민대중들에게 주입시켰다.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677.
20) 조선중앙통신, 2012.12.19.
21)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
가자｣라는 담화(2012.4.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대화)를 실으면서 김정은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 표기함.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1.
22)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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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김정은이 당 정 군의 최고수위임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Ⅲ. 김정은의 정치행위-지도자상(象) 연동성 분석
1. 정권승계·권력구축시기(2012~2013)
1) 헌법에 핵보유국 명시- ‘세계의 태양’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사망 발표와 함께
김정은이 후계자임을 분명히 공표하였다23). 북한은 뒤이어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12.30)하였다. 2012년 들어, 당 규약을 개정(4.11, 제4차당대표자회
의)하여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하였다. 바로 뒤이어, 헌법을 수정(4.13,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등장을 공식화하였다.24) 이때, 북한 은 헌법서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다. 다음 해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라는 법령(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도 채택하였다.
이 시기 김정은의 대표적인 지도자상은 ‘태양’이었다. 2012년 1월 1일자 노동신문
에 <조선의 새해>(류동호)라는 장시가 실리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의 앞길엔 태양이
빛난다. 아, 우리의 김정은 동지”라며 김정은을 태양으로 묘사한다. 또한, 2012년부터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가 공연되는데 김정은을 ‘또 한분의 선군의 태양’으로
표현한 가사가 등장하였다.25) 헌법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천명한 이후에 북한은
김정은을 ‘세계의 태양’으로 불렀다.26)
23)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
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 계신다.” 12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내용 중 일부.
24) 북한은 이때 헌법을 수정하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제107조)를 새로 규정하고 이전 헌법
의 ‘위원장’을 삭제하고 ‘제1위원장’을 맨 앞에 두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지칭
하였다.
25) 2012년 1월 20일 ‘또 한분의 선군태양 인류의 앞길 환희 비친다’(채일출)에서 “또 한분의 선군
태양 인류를 환희 비춘다”라는 가사가 등장한다.
26) 2012년 5월 22일자 노동신문 1면에는 ‘세계의 태양은 바로 김정은동지이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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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2012년도에는 조선문학에서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
설이 실리지 않았다. 2013년부터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이 실리는데, 9월호와 10
월호 두 차례 실렸다. 9월호는 ‘우리의 계승’(윤정길), 10월호는 ‘감사’(윤경찬)라는
작품이다. 김일성 관련 작품이 5차례, 김정일 관련 작품이 5차례인 것에 비해 김정은
은 2차례에 불과했다. 김정은의 생일인 1월에도 김정일 수령형상작품인 ‘우리의 멋’
(김자경)이 실렸다. 김정은 관련 작품이 실린 9월, 10월호에는 김일성(9월호), 김정일
(10월호) 관련 작품도 같이 실렸다. 이는 2013년까지만 해도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
설이 단독으로 실리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 2013년까지 김정은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 할 수 있다.
2013년 조선문학에 실린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나타난 김정은의 지도자상
을 파악하기 위해 9월호에 실린 ‘우리의 계승’을 검토하였다. 2014년 조선중앙연감은
2013년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로 출간된 작품 중 ‘우리의 계승’, ‘불의 약속’, ‘감
사’, ‘밝은 미래’, ‘약속’ 등을 대표작품으로 소개하면서 작품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술
하였다.27) 조선문학에 실린 ‘우리의 계승’과 ‘감사’는 그 해(2013년)에 가장 공신력
있는 작품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계승’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소개되는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이면서 2013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우리의 계승’에
나타난 대표적인 김정은 지도자상은 ‘충성스런 계승자’(후계자)였다. 이 작품에 나오
는 내용 중에 소설의 주제와 잘 부합되는 문장 두개를 가져와 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의 참다운 계승이란 어떤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적이고 관건적인 원리로 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영원히 바꿀수도 변할수도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따라 싸워온 우리 혁명선배들이 발휘한 필승의 혁명정신입
니다.”28)

실렸는데, 그 안에 미국 CNN방송이 김정은을 세계최고관심의 10대 명인으로 선정되었다는 내
용도 있다.
27)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381; 2013년 연감에서는 2012년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을 소개하
지 않음.
28) 문학예술출판사 201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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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문장 모두 소설 속 주인공인 김정은의 대사다. 이들 내용만 봐도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쉽게 다가온다. 유훈통치를 철저히 수행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잘 표출되고 있다. 이 작품은 권력승계시기에 김정은에게 가장 걸 맞는 ‘충성스러운
계승자’라는 지도자상을 부여해주고 있다.29)

2. 리더십 확보시기(2014)
1) 장성택 처형 - ‘자애로운 어버이’
2014년은 장성택이 처형(2013.12.12)된 바로 다음 해이다. 대체적으로 장성택이
제거된 후 부터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본다. 그 주된 근거로, 2014년에
김정은의 생일(1.8)이 처음으로 발표(조선중앙통신사 1월 9일)된 것과 2014년에 김
정은 찬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김정은 찬가들에 나타난
김정은의 지도자상은 대부분 ‘어버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015년 연감에서 소개한 2014년 주요 문학작품들 중에 ‘민족의 어버이’(서정시),
‘세상에 부럼없어라’(동시초), ‘우리 어버이’(가요), ‘그 품이 제일 좋아’, ‘운명도 미래
도 맡긴 분’ 등이 있다.30) 연감은 노래들 가사를 직접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이들 가사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스승으로, 삶의 은인으로 우러러
따르는 인민의 꾸밈없이 진실한 생활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운명도 미래도 맡긴 분>에 대해서는 “내 조국 강산에 차넘치는 위인흠모의 노래들에

…

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어버이로, 삶의 은인으로 모시고 ”,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어버이의 품으로 믿고 따를 불타는 충정의 노래를 부르며 새해 진군길

…

에 떨처나선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김정은이 보육원, 애육원에 방문할 때마다 원생들이 김정은
앞에서 부른 곡이라고 연감은 소개하고 있다. <우리 어버이>는 모란봉악단이 자주
부르는 곡이라고 소개한다. 김정은이 2014년 동안 평양 보육원, 애육원을 현지 지도
29) 2012년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정식화되면서 김정은에게 부여된 또 하나
의 대표적인 지도자상은 바로 ‘사상의 영재’(김일성은 ‘사상의 창시자’, 김정일은 ‘사상의 천재’)였
다.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표면화시켜 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결정한 2012년 4월 11
일 제4차 당대표자회 이후부터 ‘사상의 영재’라는 김정은의 지도자상은 본격적으로 선전되었다.
30)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3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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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다섯 차례나 되는데 이는 김정은에게 ‘자애로운 어버이’라는 지도자상을 더욱
부각시키기고 선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2014년 김정은의 대표적
지도자상은 ‘자애로운 어버이’였다.
2014년, 조선문학에는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이 네 차례 실린다. 1월에 ‘들꽃의
서정’(김하늘), 3월에, ‘일곱번째 상봉’(최봉무), 8월에, ‘하늘과 땅, 바다’(정기종),
11월에는 ‘지름길’(김대성)이라는 작품이다. 2013년에는 두 차례뿐인 데다 김일성,
김정일과 한 번씩 같이 실린것에 반해, 2014년에는 김정은 수령형상작품만 단독으로
실렸을 뿐만 아니라, 네 차례나 되었다. 김정은의 생일이 있는 1월에도 실렸다. 2013
년에 비해 김정은의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장성택 처형
후, 리더십이 확보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2014년 조선문학에 김일성은 5차례31), 김정일은 4차례32) 실렸다. 주목할 부분은
12월호에는 김일성-김정일 수령형상작품이 같이 실린 점이다. 김정은 수령형상작품
이 단독으로 네 차례 실린 것을 감안하면, 김정일 수령형상작품보다 그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2014년 조선문학에 실린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에 나타난 김정은의 지도자상을
파악하기 위해 1월호에 실린 <들꽃의 서정> 작품을 검토해보았다. 이 작품은 2015년
연감에서 소개한 2014년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들33)중 대표성을 띤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가장 첫 번째 출간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들꽃의 서정>에
나타난 대표적인 김정은 지도자상도 ‘자애로운 어버이(지도자)’였다. 아래는 해당 지
도자상이 잘 묘사된 문장들이다.
“그 녀성이 남조선에서 얼마나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왔는가. 공화국의 품속에서
나서자란 그 녀인으로서는 난생보지도 듣지도 못한 고생을 겪었을 것이 아닌가. 나는

…

그게 더 가슴 아픕니다. 제 자식이 집을 나갔다가 모멸과 고생을 겪었다고 보면

31) 4월에 ‘고향의 미소’(김하늘), 7월에 ‘불을 뿜는 땅’(곽성호), 9월에 ‘력사에 새겨지지 않은 전투’
(라광철), 10월에 ‘집에 대한 이야기’(김준학), 12월에 ‘두 단령감’ 작품이 실림.
32) 2월에 ‘비날론’(한철순), 5월에 ‘화창한 봄날의 이야기’(한철순), 6월에 ‘념원’(탁숙본), 12월에
‘중견자’(변영옥) 작품이 실림.
33) 2015년 연감은 2014년 작품으로 ‘일곱번째 상봉’, ‘들꽃의 서정’, ‘하늘과 땅, 바다’, ‘스승’, ‘푸
른강산’등을 소개하였다(329페이지). 2014년 조선문학에 실린 김정은수령형상단편소설들 중
11월호에 실린 ‘지름길’ 작품만 제외하고 다른 작품들은 모두 연감에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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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라면 ”(18페이지)
“더 뜨겁게 품어주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해서 치욕의
상처를 깨끗이 가시게 해주고 싶소. 흔적도 없이 말이요”(19페이지)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이 작품은 김정은을 ‘자애로운 어버이’라는
지도자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탈북자까지도 매우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김정은의
성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동시에 인민들에게 매우 ‘다정다감한 지도자’, ‘헌신적
인 지도자’34), 그리고 ‘섬김의 지도자’로 강하게 주입시킨다. 이 작품 안에서는 김정은
의 다양한 지도자상이 표출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애로
운 어버이’였다.

3. 독자노선 추진시기(2016)
1) 당 규약 개정·헌법 수정 - ‘최고 영도자’
북한에서는 당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개념이다.35) 북한은 권력승계 때마다 당규약
을 개정하고 수정하였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씨 3대부자의 권력창출 및 공고화,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했던 것이다. 김정은 정권승계시기인 2012년에도 제4차당
대표자회의를 열어 당규약을 개정하고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하였다. 북한은
2016년에 다시 한번 당규약을 개정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5.6~9) 당규약 개정은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를 넘어 김정은
의 독자노선(추진)시도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조선로동당은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을 새로운 직제인 ‘당 위원장’(김일성은 수령, 김정일은 총비서)으로 추대했다.
이는 비록, 유훈통치의 틀 속에 있지만 김정은에게 독자적 지도적 위치를 설정하므로

34) “전선시찰을 마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야전차행렬이 어느 한 산굽이를 돌아섰을 때 마침 해돋이
가 시작되였다. 한밤을 꼬박 지새운 과로를 밀어내시려는 듯 그이께서는 차창유리를 반쯤 내리
시였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긴장하게 맞물렸던 전선시찰의 길이였다… 최고 사령부를 떠나 이틀
째나 이른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대들과 구분대들을 돌아보시고 군단지휘부의 작전계획도 검토
하시였다(15페이지).
35) 북한헌법 11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고 되어 있어 조선로동당 규약은 국가헌법보다 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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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이 김정은의 당이 되었음을, 김정은의 유일지도(영도)체제가 안착이 되었음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6.29)하여 헌법을 수정하고 김정
은을 ‘국무위원장’으로도 추대했다. 명실공히 김정은 독자노선이 열린 것이다. 이때
김정은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지도자상은 ‘최고 영도자’였다.36)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 이후, 조선문학은 김정은 수령형상작품을
10월호, 11월호 두 차례 실었다. 10월호는 ‘피어나는 꿈’(김일수), 11월호는 ‘푸른산
푸른들’(정영종)이다.37) 김일성 수령형상작품은 1차례(7월 ‘푸른 대추나무’(리병식))
였고 김정일 수령형상작품은 2차례(6월 ‘뜨거운 눈보라’(김철순), 8월 ‘심중의 대화’
(최영조))였다. 특이점은 김정숙 수령형상단편소설도 실린 것이다. 김정숙 생일이 있
는 12월에 ‘따라서는 마음들’(한정아)이 실렸다.38)
2016년 5월 이후, 조선문학에 실린 김정은 수령형상작품 나타난 김정은의 지도자
상을 파악하기 위해 10월호의 ‘피어나는 꿈’을 검토하였다. 이 단편소설에 나타난
김정은의 대표적인 지도자상은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 ‘세계적 문명을 선도하는 지도
자’였다. 아래는 해당 지도자상과 관련된 문장들이다.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오늘 밤 12까지는 창조와 건설을 해야한다.”(13페이지)
“세계적인 문명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조국에 앞으로 청년인재들이 맡아해야
할 일이 오죽 많겠습니까?”(14페이지)

김정은을 북한을 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부각시킨 것이다. 당시 대표적
인 김정은의 지도자상인 ‘최고 영도자’에 걸 맞는 지도자상이다.
36) 2017년 1월 1일 노동신문은 제1면에 김정은 신년사를 올리면서 김정은을 ‘우리의 운명이고 미
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라고 신년사 옆에 빨간 글씨로 크게 새겨 넣었다. 이는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라고 했던 2016년보다 김정은의 지도적 권위
가 격상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노동신문 왼쪽 상단에 김정일을 ‘위대한 령도자 김
정일동지’라고 표기한 것에 반해, 김정은은 ‘최고 령도자’로 표기하였다.
37) 2017년 연감은 2016년 대표적인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로 ‘해빛 넘쳐라’, ‘푸른산 푸른들’,
‘이어지는 햇빛’, ‘환희의 계절’등을 소개했다(454페이지).
38) ‘따라서는 마음들’은 김정은 정권 시기에 김정숙 수령형상단편소설로, 조선문학에 처음 실린 작
품이다. 조선문학은 2008년 12월호 ‘새봄의 메아리’(조창근)을 끝으로 2015년까지 김정숙 수령
형상단편소설을 싣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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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무력 완성단계시기(2017)
1) 강력한 핵무력 시위 - 백두산 3대장군
김정은 정권의 국가목표는 2014년에 공식 선언한 ‘백두산 대국’이다. 백두산 대국
을 선언한 이후, 김정은의 백두산 등정은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가 되었다.
북한은 2012년부터 김정은과 백두산을 연계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미 그전, 김정일 생존시 부터 시작되었었다.39) 이 당시만 해도 백두혈통인 김정은의
권력승계 정당성 차원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김정은이 정권을 승계한 2012년부터는
김정은과 백두산은 새로운 의미로 연계되기 시작하였다. 백두산이 단순히 혈통적
당위성 차원을 넘어 김정은 정권이 달려갈 최종목표지점이 되었다. 백두산 대국을
천명한 때부터, 북한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2015년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은 핵무기의 위력을 귀중한 ‘정신적 양식’이라고 제시
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내세우는 ‘백두산 대국’을 완수함에 있어 핵무력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 것이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하면서
내건 구호가 “백두산 대국의 힘 천하를 뒤흔든다”였다. 백두산 대국의 힘이 핵 무력으
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이날, 핵무장만이 북한체제를 유지해주는 확실
한 담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핵 무력은 백두산 대국의 강력한 상징이자 필수불가
결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고 부른다.
북한이 작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는데, 노동신문은 논평에
서 ‘김정은 동지의 전무후무한 핵무력건설업적’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기할 거대한 사변’이라고 표현하였다. 김정은이 내세운 핵-경제병진 노선에서 핵무
력이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3개월 전에 김정은을 ‘백두산 3대장군’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김정은이 ‘백두산 3대 장군’에 등극한 것이다.40) 2017년 8월 14일 백두
산 정상에서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및 ‘백두산태양맞이모임’이 열렸다. 이

39) 2017년 12월 30일자 노동신문, <건국사에 특기할 대회합>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김정일의 교시
를 적시했다. “김정은 동지는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40) 기존의 백두산 3대장군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가리킨다. 김정숙은 2005년부터 백두산3대
장군 반열에 올랐었다. 2017. 8월부로 김정숙의 자리를 김정은이 차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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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2017 백두산 선언’이 공포되었다. 그 내용 안에 김정은이 백두산 3대 장군
의 반열에 올랐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41)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해에 김정은에게 ‘백두산 3대 장군’ 지도자상이 부여된 것이다.
2017년 조선문학에는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이 무려 8차례나 실렸다. 1월 ‘전화
위복’(리명), 3월 ‘하얀 조약돌’(리춘호), 5월 ‘로병동지’(백상균), 6월 ‘행복의 요람’(동
의회), 8월 ‘사진’(한철순), 9월 ‘은하수’(서청송), 10월 ‘우리의 하늘’(주설웅), 11월
‘서해의 해돋이’(리영환) 등이다. 김일성 수령형상작품은 2차례(4월 ‘력사의 자취’(권
정웅), 7월 ‘금수산의 저녁’(최성진))였고 김정일 수령형상작품은 2월의 ‘명절’(주유
훈) 단 한 번뿐이다. 김정숙 수령형상소설도 그의 생일이 있는 12월에 ‘평양무희’(정영
종)가 실렸다.
2017년 조선문학에 실린 김정은 수령형상작품에서 나타난 김정은의 지도자상을
파악하기 위해 11월호에 실린 작품으로 북한이 화성-15호를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11월에 실린 <서해의 해돋이>를 검토하였다. 11월호 <서해의 해돋이> 는 ‘광명
성-3’ 1호기 발사실패 할 때(2012.4.13.)부터 2호기 발사 성공한 때(2012,12,12,)까
지를 주요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서해의 해돋이’에서 나타나는 김정은의 대표적인
지도자상은 ‘대범한 지도자’와 ‘위대한 태양’이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기 바쁘게 제재결의를 떠들어대고 있는
데 우리한테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적들의 칼을 빼들면 장검을 내대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맞서는 것이 조선의 기상입니다.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위해 적들이 보란 듯이 열 번백번 위성을 쏴올릴것입니다. 이제 적들이 집적대
면 진짜 전쟁맛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주겠습니다.”
“정녕 김정은 동지는 반만년의 이 나라를 우주강국으로 떠올리실 주체조선의 위대한

41) 선언문은 세 가지 선언을 하는데, 첫째는 김일성, 김정일이 자주시대와 더불어 영생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 인류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하는 21세기의 위
대한 태양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백두산 대국’을 전면적으로 내세운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더 명료해진다. “우리들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반제자주의 성세, 사회주의보루인 백두산대국을 지지 성원하는 활동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자주의 길은 김일성 시기, 선군의 길은 김정일 시기, 사회주의
의 길은 김정은 시기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선언한 백두산 대국을 사회주의 보루라고
표현했다.(노동신문 2017.8.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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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시다.”

이 작품에서 가장 부각 되는 김정은의 지도자상은 ‘위대한 태양’이다. 북한이 김정
은을 ‘백두산 3대 장군’으로 등극시킬 때, 낭독한 백두산 선언문에도 김정은을 ‘21세
기의 위대한 태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각주42 참고). 이처럼, 북한에서는 ‘백두
산 3대 장군’과 ‘위대한 태양’은 자웅동체이다.

5. 경제건설 총력집중시기(2018~2019)
1) 광폭의 경제부문 현지지도 - ‘낙원으로 이끄는 지도자’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제6기 제2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던 ‘핵·경제병진노선’을 ‘경제건설 총력집
중’이라는 노선으로 전환했다. 이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한다. 하지만, 전원
회의 결정서 첫 번째 조항과 네 번째 조항의 내용은 북한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조
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림계
전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1조항) 북한이 핵무기 완성 및 핵 무력 완수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때라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폐기)는 북핵동결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를
대변해주듯이 북한매체들은 북핵 관련해서는 북핵포기가 아닌 ‘핵시험 전면중지’라고
보도했다. 전원회의 네 번째 조항은 북한의 속내를 더 잘 들여다보게 해준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4조항) 이는, 절대 핵
포기는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김정은의 정치 행보는 분명히 달라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의
경제부문 현지지도가 본격화된 것이다. 5월 24일 고암-답촌철길 현지지도를 시작으
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5.25)을 방문해서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라는 청사
진을 제시하였다. 이후, 6월 8일부터 7월 16일 어랑천발전소 건설장에 이르기까지
강원도 및 평안남도 지역의 건설현장, 공장들을 시찰하면서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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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기도 하였다.42) 이처럼, 김정은은 북한이 4월 20일, ‘경제건설총력집중’을 선
언한 후 3개월 동안 약 30여 곳의 경제시찰을 하는 광폭의 행보를 보였다. 남북정상회
담과, 북미정상회담 및 외교행사가 없었으면 더 많은 곳을 둘러봤을 것이다. 이 같은
경제시찰 행보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가는 곳마다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였
다. 이로 인해, 김정은에게 부여된 대표적 지도자상은 ‘낙원으로 이끄는 지도자’였다.
‘경제건설 집중시기’라고 선언한 2018년 조선문학은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을
5차례 실었다. 1월호에 ‘성전의 나팔소리’(리동구), 5월호, ‘기다리는 품’(곽성호), 8월
호의 ‘백사장의 붉은노을’(림길명), 10월호의 ‘사랑은 영원하리’(최학명), 12월호의
‘사랑의 기적소리’(김룡연)이다.
1월호에 실린 ‘성전의 나팔소리’와 5월호의 ‘기다리는 품’을 검토했다. 1월호 ‘성전
의 나팔소리’에서 나타난 김정은 대표적 지도자상은 ‘평화의 수호자’였다.
“우리가 앞으로 치루어야 할 혁명전쟁은 그 본질이 외래침략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그 력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16페이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혁명무력이 치른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랑과 믿음의 철학으로 전쟁의 본질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이것은 지금껏 세상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전쟁에 대한 새로운 사상이다!”(17페이지)

여기에서의 ‘평화의 수호자’는 일반적 평화의 개념이 아니라 전쟁과 직결되는 개념
이다. ‘평화’가 미제국주의 압제에서의 남조선 해방을 가리킨다. 이것은 북한식 평화
다. 이 소설은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김정은을 새로운 전쟁철학
론을 주창한 위대한 대성인으로 칭송하고 있다.
5월호, ‘기다리는 품’은 2018년 ‘경제건설 집중시기’를 반영해주고 있었다. 이 작품
에 나타난 김정은의 대표적인 지도자상은 ‘낙원으로 이끄는 지도자’이다.

…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차영일중대장처럼 비록 희생된 인간

“

의 소박한 리상일지라도, 그의 안해 리설미의 자그마한 소원일지라도 지어 요람에
잠든 령진의 고운 꿈일지라도 그대로 다 실현시켜주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해야 한다.

42) 3개월간의 김정은의 경제부문 현지지도 상황은 노동신문의 관련 보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 김정은의 정치행위-지도자상(象) 연동성 분석

97

10년세월을 1년으로 압축하여 가까운 앞날에 인민의 별천지를 이 땅, 이 하늘아래
눈부시게 펼쳐놓아야 한다.”(21페이지)
“하늘도 맑게 개인 어느날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정형을 비행기를 타
고 료해하시였다. 이미 김책공업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선 대동강호안도로를 축으
로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멋들어지게 건설하여 옹근 하나의 거리
를 형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도 <미래과학자거
리>로 명명해주신 그이이시였다.”(17페이지)

이 소설은 ‘미래과학자거리’ 건설관련 내용을 담아냄으로 인민들을 ‘낙원으로 이끄
는 지도자상’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김정은의 지도
자상은 ‘사랑의 화신’이다. 소설은 이를 ‘태양의 품’이라고 표현한다. 이 소설은 한미군
사훈련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루면서 한미군사훈련을 도발로 규정하며 매우 강하게
규탄하였다.43)

2)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 ‘견인불발’의 지도자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결렬된 이후, 북미정상은 4개월만
인 6월에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
름에서 북미실무협상으로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제3차 북미정상회
담 개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에게 올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고 촉구하면서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특별대표인 비건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은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현 상황이다.
2019년 조선문학은 김정은 수령형상단편소설을 1월호에 ‘기폭에 빛나는 별’(서청
송), 3월호에 ‘끝나지 않은 항로’(최학명), 5월호에 ‘소나무’(주설웅), 8월호에 ‘평양이
보인다’(전충일)를 실었다. 5월호에 실린 ‘소나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유엔의
43) “지금 적들의 군사훈련은 그 성격과 규모, 방식에 있어서 이례적인 것을 벗어나 모험적인것이기
전에 위험한 실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최근 총참모부에서 종합한 적정자료를 봐도 적들의 움직
임이 심장치 않았다. 더욱이 적들은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 혁명의 최고지도부를
해칠 악명높은 새로운 군사연습을 벌릴 것을 획책하고 있었다.”(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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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조치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 이전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닌 설비들이였다. 허나 지금은 달랐다.

“인쇄기 몇 대와 물감

가증되는 적대세력들의 초강도봉쇄책동으로 하여 기계설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용품과 심지어는 아이들의 놀이감마저도 들여오는 것이 차단된 형편에서 인쇄설비수입
이 가능하겠는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당책임일군도 알고있었다.”(11페이지)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의 놀라움을 충분히 리해하고계시였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속에서 우리 혁명이 전진하고있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강도제재, 압박속에서 난관과
시련을 정신력으로 타개해나가며 우리 조국이 전진하고 있었다.”(12페이지)

아래 문장은 김정은의 독백으로 유엔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당하는 북한의 경제적
고통을 매우 극단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지금도 어렵다. 어렵다는 말로써는 다 표혈할수 없으리만치 어렵다.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친 우리 혁명의 전 로정을 살펴보아도 지금처럼 어려웠던적은 드물었다.”(13페
이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열악한 경제 사정을 그 이유를 들어가면서 적나라하게 표현
한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 소설은 동시에 미국에 대한 적대감, 반미감정도 고스란히
표출하면서 민족주의적 사고를 강하게 고무시키고 있다.
“수도의 거리와 현지지도의 길에서 외국그림44)이나 글자가 붙어있는 가방을 지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그이(김정은)께서는 심각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으시였다.”(8페이지)
“민족적자존심에도 어긋나는것이지만 그 애들의 의식속에 혹시라도 남의 것을 부러워
44) 작품에서는 미키마우스를 상정하고 있다. ‘외국만화영화에 나오는 새까만 쥐의 그림’으로 묘사하
고 있다. 작품속에서는 미키마우스 그림이 있는 가방을 멘 소녀가 학교에서 창피를 당하여 안메
고 가겠다고 부모님께 떼를 쓰는 장면도 나옴. “어제밤 안해가 하던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손녀
가 학교에서 장창 울면서 왔는데 리유인즉 가방뒤에 붙어있는 외국만화영화에서 나오는 깜장쥐
그림 때문에 놀림을 받았기때문이라는 것이였다.”(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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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나쁜 싹이 돋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
리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
는 것이 더 선차적인 사업이였기에 이렇게 현지지도의 길45)을 멈추시고 평양시의
책임일군들을 부르신거였다.”(9페이지)

특이점은, 김정은 정권이 표방하고 있는 핵·경제병진 노선이 작품속에 잘 녹아
있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개발과 경제건설 발전 노력, 두 가지 모두를 작품의 주요배
경으로 하고 있다. 경제부문으로 소설은 ‘학생가방공장건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김정은의 지도자상은 ‘자력자강으로 이끄는 지도
자’이다. 자력자강(自力自强)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힘을 키워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작품 속에서도 “다른 나라의 기계설비로 만든 것을 완벽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김정은이 자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제작(인쇄기 및 레이저 제단기
등)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차례 반복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어떠한 기계설비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고육지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며 자력자강으로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려는 김정은의
자세를 엿보게 해준다. 작품에서는 이런 김정은의 의지를 ‘견인불발’(堅忍不拔)46)로
묘사하였다. 굳세게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더라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 김정은의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자세 및 그 결의를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북핵고수
라는 그의 의지로도 연결되어 진다.

45) 작품의 도입부에 김정은이 《광명성-4호≫를 쏘아 올릴 서해위성발사장으로 가던 길을 멈추었다
고 설명하고 있다. 광명성 4호는 북한이 2016년 2월 7일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
서 발사하였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다. 이 내용에서 이 작품
배경시기가 2016년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6) “… 그토록 힘겨운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치며 견인불발하신다는 것을 리윤추구에 습관된 자본
주의 세계의 두뇌진들과 랭철한 수자로 모든 것을 계산해내는 수퍼콤퓨터들이 도출해내자면 멀
고도 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아직도 적지 않은 날과 달이
요구되는것이였다.” (16페이지). 소설은 이 견인불발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작품의 제목으로 삼았
다. 작품속에서도 소나무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눈보라 날리는 이 겨울처럼 세상은 소란하고
쌀쌀하기 그지없지만 그속에서도 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우뚝 솟아 빛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나무였다.”(9페이지). 이 소나무가 상징하는 인물은 김정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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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함의
지난 10월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47) 본 연구가 앞서 본문에
서 제시한 대로, 김정은은 작년 8월에 김정숙(조모)을 제치고 ‘백두산 3대 장군’으로
등극하였다. 유훈통치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북한 사회에서 대변혁(일대사변)이 아닐
수 없다. 무리수 같지만 그만큼 모험을 걸 만큼 ‘백두산 3대 장군’이라는 지도자상은
김정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2014년에 국가목표
를 ‘백두산 대국’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때부터 백두산은 단순히 혈통적 당위성 차원
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최종 목표지점이 된 것이다. 북한은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
군’으로 불렀으며 백두산 대국 진입을 위한 선봉으로 내세웠다. 김정은은 2015년
백두산에 올라 핵 무력을 북한의 가장 귀중한 ‘정신적 양식’이라고 제시하였다. ‘백두
산 대국’ 완수를 위해 핵 무력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천명한 것이다. 2016년
1월, 북한이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할 때 내건 구호가 ‘백두산 대국의 힘 천하를 뒤흔든
다’였다. 즉, 백두산 대국의 힘이 핵 무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날도 핵무장만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확실한 담보라고 강조하였다. 또
한, 핵무기를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핵 무력은 백두산
대국의 강력한 상징이자 김정은 정권이 종착지로 삼는 ‘백두산 대국’의 절대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이 백두산 3대 장군으로 등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었다. 김정은이 3대 장군으로 등극하고 3개월 만에 북한은 화성-15호를 발사하면서
핵 무력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본문에서 검토한 북한 김정은의 정치행위에서 그의 비핵화 의지가 결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시기별 김정은의 정치행위와 그의 지도자상을 분석한 결과,
정치 행위와 지도자상과의 연동성이 드러났다. 각 시기마다 김정은의 정치행위에 걸
맞는 그의 지도자상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정권승계-권력구축시기(2012~2013)
에 김정은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처음으로 명시했는데, 그때 ‘세계의 태양’이라는 지도
자상이 나타났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화할 때는 ‘사상의 영재’라는 지도자상이
47) 조선중앙통신은 10월 16일에 김정은의 백두산 등정을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
는 사변’이라면서 “우리 조국을 최강의 힘을 보유한 강국의 전열에로 완강하게 이끄시며 역사의
흐름을 정의와 진리의 한길로 주도해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전설적인 기상이 빛발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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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장성택 처형 이후의 리더십 확보시기(2014)에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당규
약·헌법 개정을 한 독자노선 추진시기(2016)에는 ‘최고 영도자’라는 지도자상이 생성
되었다. ‘핵무력 완성단계시기’(2017)에는 ‘백두산 3대 장군’이, ‘경제건설 총력집중시
기’(2018)광폭의 경제부문 현지지도를 할 때는 ‘낙원으로 이끄는 지도자상’이 나타났
다. 올해 2019년에는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자력갱생, 자력
자강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견인불발(堅忍不拔)의 지도자상’이 표출되었다.
위의 각 시기별(2012~2019) 지도자상은 조선문학에 실린 ‘김정은 수령형상작품들
(단편소설)’을 분석하여 각 작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김정은의 지도자상을 연구자
가 규정한 것이다. 본 논문은 결론에 도달하면서, 2019년 김정은 수령형상작품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정은의 지도자상인 ‘견인불발의 지도자’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이 사자성어는 유엔대북경제제재에 강력하게 맞서는 김정은의 의지를 시사
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떠한 국제사회의 봉쇄정책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속심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투 고 일: 2019. 11.25.
심사완료일: 2019. 12.27.
게 재 일: 202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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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work Analysis of North Korean Kim Jong-un’s
Political Behavior and Symbolic Leadership Image:
Focusing on Verifying Kim’s Willingness of Denuclearization
Kyo Jin Jung

In October, Kim Jong-un climbed up to the top of Mt. Baekdu riding a
white hose. He became the “Third General of Mt. Baekdu” in August last year,
replacing his grandmother, Kim Jung-sook. Because Kim Jong-un declared his
national goal to be “The Great Nation of Mt. Baekdu” in 2014, it was necessary
for him to acquire the symbolic image of the Third General of Baekdu Mountain.
Calling the People’s Army as the “Baekdusan Revolutionary Strong Army”, Kim
Jong-u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army as a vanguard to enter into ‘the
Great Nation of Mt. Baekdu,’ and announced that “Nuclear power” as the most
precious ‘spiritual food’ for his own country at the top of Baekdu Mountain in
the year of 2015, implying that nuclear power is an indispensable factor in entering into the “Great Nation of Mt. Baekdu.” In January 2016, when North Korea
successfully tested its first hydrogen bomb, Kim Jong-un stressed out that nuclear
weapons were the only secure guarantee for sustaining the North Korean regime.
Three months after Kim Jong-un became the third general of Mt. Baekdu, North
Korea declared that its nuclear capability had reached the level of completion
when launching HwaSung-15 in November 2017. Can you get a sense of Kim
Jong-un’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from these North Korea’s diplomatic behaviors?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changes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the leadership images generated by Kim’s political behaviors in chronological order by applying two theories, ‘the symbolic image’ and ‘the creation
of the Sureyong image.’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re is a close linkage between
Kim Jung-un’s political behaviors and his leadership images.
During the regime succession and power building period (2012-2013), Kim
acquired the leadership image of “the Sun of the World” by stating ‘the nuclear
power state’ in the Constitution for the first time. Kim acquired the leadership
image of “an Ideological Prodigy” when formalizing the ideology of Kim Il-sung
& Kim Jong-il. During the time of securing leadership after the execution of
Jang Sung-taek (2014), he obtained the leadership image of ‘Benevolent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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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time of processing independent route (2016) when the party rule and
constitution were revised, he had acquired the leadership image of ‘Supreme
Leader’. During the time of completing the level of Nuclear Armed
Forces(2017), he was called as the ‘Third General of Mt. Baekdu’, and in the
period of concentrically focusing on Economic Construction(2018), he was called
as ‘a leader who leads to paradise’ by his extensive local visits especially the
economic sectors. Kim was called as ‘the leader of perseverance’ in the year of
2019 by consistently pushing self-rehabilitation and strenuous efforts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Kim Jong-un’s leadership images appeared in these periods (2012-2019) are the result of the author’s
analysis of Kim Jong-un’s Leadership images represented in ‘Kim Jong-un’s
Suryeong image novels (Short Novel)’ published in Chosun Literature. This paper calls for attention to ‘the leader of perseverance’, which is emerging as the
representative leadership image of Kim Jong-un in 2019. This idiom demonstrates not only Kim Jong-un’s strong willingness to counter UN economic sanctions, but also his consistent commitment to nuclear armed force.
Keywords: Political Behavior, Symbolic Image, The Creation of the Sureyong Image,

Nuclear F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