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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선전을 뜻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란 “일정한 의도로 세론을 조직하여 사람들의 판단이
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의 선전(프로파간다) 이미지가
‘뉴미디어’ 활용과 ‘자연스러움’으로 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5월 북한의 유튜브 채널
‘평양의 은아’를 보도하며 “요즘 북한의 뉴미디어 전략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 North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북한의 선전이미지 전략에 대해 “과
거의 무거운 선전을 중단하고 평양생활의 부드러운 면을 강조하기 위해 젊은 여성에게 의존하
는 현대적인 브이로그 스타일을 채택했다”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해 8월부터 ‘평양의 은아(Echo DPRK)’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평양지하철, 피
자전문점, 기숙사 등 일상적이고 평범한 브이로그 형식의 비디오를 개제하고 있다. 북한은 그
간 많은 국가들이 정부정책과 기조 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할 때, 20세
기 중반의 이미지 선전선동 방식에 갇힌 채 군사 퍼레이드와 미사일, 지도자 등을 표현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튜브를 활용한 ‘먹방’, ‘브이로그’, ‘키즈 크리에이터’ 등을 위시하
여 권위적이고 맹목적인 선전선동 방식을 탈피하고 있다. BBC는 이런 변화에 대해 “기존의
북한 선전선동에 시큰둥했던 한국 사람들도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다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고 전했고 38 North는 “북한의 유튜브 채널이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비디오를 조용히
삭제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북한 내
부의 변화된 프로파간다를 의미 있게 반추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유튜브 채널 ‘평양의 은아’에 함의된 새로운 선전이미지 전략을 탐색
적으로 도출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선전선동의 변화된 양태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1) 북한의 전통적 선전이미지 전략의 일반적 양태를 고찰하기 위해 중국 신흥
목각판화, 신연화, 농민화 그리고 북한의 조선화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2) 유튜브 ‘평양의 은
아’를 서머리(subscribers progress, video views progress)한 다음 3) 지난 1년 간 ‘평양의
은아’가 보도된 국내 26개 기사를 워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분석해 연관 단어 및 가중치를
양적으로 분석, 변화된 측면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0세기 중반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중앙위원회 주석인 마오쩌둥(Mao Zedong)은 국가 선전
전략으로 ‘문예론’으로 잘 알려진 ‘중국문예운동’을 설정했다. 그는 1942년 5월, 연안문예좌담
회에 참석해 ‘중국문예운동’의 3가지 법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 번째, 문학과 예술가는
먼저 인민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인민에게 이해되는 것을 쓰고 그린다. 세 번째, 인민을 위
한 것을 쓰고 그린다.1)
“우리의 요구는 바로 정치와 예술의 통일이고 내용과 형식의 통일이며, 혁명적 정치내용과 가장 완전무
결한 예술형식의 통일이다. 예술성이 결핍된 예술품은 정치상에서 얼마만큼 진보했든 간에 역량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관점이 잘못된 예술품도 반대하지만 정치관점만 정확하고 예술적 역량이
없는 이른바 표어·구호식의 경향도 반대한다.”2)

중국은 마오쩌둥의 ‘문예론’에 따라 ‘신흥목각판화’, ‘신연화’, ‘농민화’ 등의 선전이미지를 선
보였다. 먼저 ‘신흥목각판화’는 중국 혁명미술운동사에 큰 공로를 세운 양식으로, 1930년대 반
봉건 해방운동과 반 제국 항일운동 등 사회주의 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이미지 양식이다. 또
‘신연화’는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에게 애호 받던 예술형식인 ‘연화’에 ‘문예론’을 접목시켜 표현
한 이미지 양식이며, ‘농민화’는 서안지역의 무명 농민들에 의해 그려진 작품으로, 주로 공동
체 생활을 밝은 색으로 생기 있게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마오쩌둥의 ‘문예론’
은 각각 ‘신흥목각판화’, ‘신연화’, ‘농민화’ 등으로 표현되어 중국에 흩어진 다수의 인민들을
하나의 체제 아래 집합시키는 강력한 프로파간다 이미지로 작동했다.
마오쩌둥의 ‘문예론’에 영향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은 ‘조선화’라는 이름의 미술양식을 만들어
프로파간다적 이미지를 연출했다.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조선화’는,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
으로 하여 창조되고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로 정의되어 공산세력의 권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3)
“조선화는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
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 미술은 철저하게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은 당의 문예정책을 받들고 우리 사회에서 꽃피고 있는 아름
다운 긍정적 사실들과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형상한 좋은 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공산
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4)
“지난날 소수특권통치계급의 정서와 취미에 맞게 만들어진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역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사회주의적 민족미술을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전환과정이
었으며 주체미술의 체모를 완성해나가는 창조과정이다.”5)
1)
2)
3)
4)

모택동, 이욱연 옮김, <모택동의 문학예술론>, 1989년
모택동, 연안문예좌담회, 1942년 5월
홍의정, <주체미술의 대전성기>, 조선미술출판사, 1987년
1961년 3월 4일, 김일성이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들 앞에서 ‘문학예술총동맹의 임
무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행한 연설

김일성의 ‘조선화’는 1) 당성 2) 노동계급성 3) 인민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문예정책으로
특징되었다. 또 제작기법은 1)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의 농담이나 채색의 강약으로 사물의
형태를 세화(細畵)하는 몰골기법 2) 인상주의적 표현보다 햇빛과 상관없는 사물의 본색 표현
3) 함축성, 집약성, 운동감, 양감, 공간감 묘사가 특징이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P.44).
김일성은 문예정책 3대 원칙이 하나로 합쳐질 때 “주체미술로서의 예술작품이 완성된다”고 주
장했다.6)
‘조선화’의 문예정책적 특징
1. 당성
2. 노동계급성
3가지 특징
3. 인민성

‘조선화’의 제작방식
1. 세화 몰골기법 묘사
2. 사물의 본색 묘사
3가지 묘사방식
3. 함축성, 집약성, 운동
성, 양감, 공간감 묘사

하지만 북한의 ‘조선화’는 그 형식과 내용이 교조주의적(dogma)이었고 일상적 생활영역을 도
외시해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다.7) 또 ‘수령’이라는 절대성은 타자화 된 주체성을 외
시 해 인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김일성에 관한 찬양으로 고무되는데 그쳤다. 이 같은 부자
연스러운 연출과 절대성 등은 형식과 내용을 한정시켜 선전의 확장에 한계를 그었다.

[그림 3] 신영기, <수령님 이 밤도 어데 가시옵니까>, 유화, 1978
5) 조인규, <창조와 전환으로 빛나는 주체미술 40년>, 조선예술, 1985년
6) 윤범모, <제 3세계의 미술문화>, 과학과 사상, 1990년, 119쪽
7) 송도영, <한국 문화인류학 30집 2호> 북한 문화정책에서의 탈식민 담론, 1996년, 119쪽

이처럼 김일성의 ‘조선화’는 신격화된 수령, 권부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그쳐 중세 교회
의 신성화된 이미지에 복각되는 퇴행의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예술의 추상적
상상력은 타자화 된 주체성(저자 또는 절대자)을 소멸시킴으로써 되살아난다. 모리스 블랑쇼
(Maurice Blanchot)는 <기다림의 망각>에서 인물과 상황, 그리고 사건들에 대한 구상성이라
고는 아무것도 밝혀놓지 않은 채 그저 개념적 정석에 저항하며 추상화 작업을 시도한다. 그렇
게 형성된 허구의 공간은 철학적 도덕적 메시지나 교훈도 없이, 저자 스스로 사라져 버린다.
남는 것은 회회한 장소와 추상화된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독자는 살고 이미지의 상상력은 확
장된다. 블랑쇼(Maurice Blanchot)에 따르면 저자가 정한 가상의 공간은 주체의 안이 아니라
바깥 즉 독자의 내부에 놓이는 것이 좋으며 그 전달 방식은 저자의 사라짐 다시 말해 구축할
권리를 포기하는 편이 좋다고 주장했다.8) 북한의 ‘조선화’를 통한 선전이미지 전략은 절대자
에 관한 경직된 형식과 빈곤한 내용으로 축약돼, 거대한 일상과 인민의 목소리를 소멸시켜버
리고 말았다.

[그림 4] 정규택, <한 전사의 건강을 염려하시어>, 유화, 1978

이처럼 그간 북한이 펼쳐왔던 대내외 선전이미지 정책은 김일성의 ‘조선화’를 이용한 ‘우상화’
전략으로 위시되어,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절대성을 맹목적 표현으로 점철되어왔다. 실제로 ‘한
국언론진흥재단’에 등재된 국내 주요 언론사 54개의 발행 기사 가운데 ‘조선화’, ‘우상화’로
8) 모리스 블랑스, <기다림 망각>, 그린비, 2009년, 137~141쪽

텍스트 클러스터링 한 9,630건의 데이터 분석 결과 X=조선화, Y=우상화에 대한 피어슨 상관
계수(Per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값은

[그림

5]와

같이

0.0078의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로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내 ‘조선화’를 통한 ‘우상화’는 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조선화’, ‘우상화’에 대한 Per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값과 trend line

또 키워드 빈도 수 및 가중치 도출을 위한 토픽랭크 알고리즘(Topicrank Algorithm) 분석
결과 [그림 6]과 같이 키워드 빈도수 및 가중치 순서는 1) 김정은(2271/236.48), 2) 김정일
(1441/149.28), 3) 김일성(1262/141.34) 순으로 나타나 ‘조선화’를 이용한 김일성 일가의 우
상화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조선화’, ‘우상화’에 대한 연관 단어 빈도수와 가중치

하지만 북한의 ‘조선화’를 활용한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전략은 최근 들어 새로운 선전이미지
전략으로 구상되고 있다. 바로 유튜브를 활용한 채널선전을 통해서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새
롭게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선전이미지 전략인 유튜브 채널 ‘평양의 은아’를 분석해 이전의
선전이미지 전략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유튜브 채널 ‘평양의 은아(Echo DPRK)’ 분석
유튜브 채널 ‘평양의 은아(채널명: Echo of Truth)’는 지난 2017년 8월 20일 개설되었다. 이
채널은 주로 ‘평양의 일상(What’s up Pyongyang?)’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개설되었으며, 개
설 후 첫 발행된 콘텐츠는 2018년 7월 29일 업로드 된 ‘평양에서 가장 큰 알파마레(Biggest
Alpamare in Pyongyang)’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대동강 문수구역의 워터파크를 조망한 영어
자막 기반의 대외선전용 영상이다.

[그림 7] ‘평양의 은아’ 유튜브 채널 화면

이후 ‘평양의 은아’는 2019년 11월 10일 첫 포스팅 되었으며 플레이 리스트 ‘평양의 삶(My
life in Pyongyang)’과 ‘은아의 평양투어 시리즈(Un A’s Pyongyang Tour Series)’로 구분
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양의 삶’은 2020년 8월 14일 기준 모두 13개가 발행되었고
‘은아의 평양투어 시리즈’는 20개의 영상이 발행되어 있다. 그 외 영상은 ‘Others’라는 플레
이 리스트에 모두 34개의 영상이 발행되어 있다.

이 채널은 조사일 기준 동영상 업로드 수 70개, 구독자 수 23,500여 명, 총 누적 조회 수
17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은아(Un-A)’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올해부터 [그림
8]의 빨간색 추이와 같이 구독자 수 및 조회 수가 J-커브를 그리면서 국내외 시청자들의 참여
(engagement)와 언론의 주목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림 8] ‘평양의 은아’ 유튜브 채널에 대한 Social Blade 분석 화면

또 지금까지 발행된 동영상은 [그림 9]와 같이 평양시내의 먹을 것과 즐길 것 그리고 일상행
활(지하철 탑승, 놀이시설 관람, 운동경기 등)을 조망하는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채널 운영
초기에 북한군의 열병식 1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단신영상 1개가 업로드 된 것을 제외하
면 70개 영상 대부분은 젊은 여성과 평양의 일상을 조합한 영상구성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림 9] ‘평양의 은아’ 유튜브 채널 화면, “Un A's Pyongyang Tour Series Part 1”

동영상을 집적하는 섬네일(thumbnail)을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이 은아(Un-A) 얼굴 25개,
여성 얼굴 24개, 평양 풍경 11개, 기타 이미지 9개로 구성된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
은 2019년 2월 24일 발행된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베트남 행 기차 탑승
(Chairman Kim Jong Un boards on train to Vietnam for the second DPRK-U.S.
summit)” 영상 단 1건에 불과해, 그간 지도자 얼굴과 행보를 중심으로 펼쳐왔던 전통적인 선
동선전 전략과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채널의 이미지 전략은 [그림 10]
과 같이 북한 지도자의 ‘우상성’ 노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북한 여성과 평양의 풍
경 등의 노출에 주목하는 ‘일상성’ 이미지 전략에 기인(起因)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0] Radar chart 방식으로 살펴본 ‘평양의 은아’ 유튜브 채널에 대한 섬네일 분석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 선전이미지 변화흐름에 대해 박민지는 “부드러워진 北 선전·선동, ‘유
튜브’로 파고든다”고 언급하며 “북한 유튜버들은 더 이상 날카로운 목소리로 ‘수령님의 은혜’
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Park, 2020, Jun. 4.). 또 송홍근은 ‘평양의 은
아’를 언급하며 “유튜브 타고 진화한 북한의 대외선전”이라고 분석했고,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북한이 해외 선전을 위해 조선중앙TV 등 국영 언론에 의존해왔던 기존 관행에서 벗
어나 서구 기반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ong, 2020, Aug. 10. &
Moon, 2020, Aug. 18.).
다음으로 본론 2의 ‘조선화’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기 위해 국내 기사에 언급된 텍스트 클러스
터링을 통한 키워드 빈도 수 및 가중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재된
국내 주요 언론사 54개의 발행 기사 가운데 ‘평양의 은아’에 연관된 최근 1년간 28건의 데이
터 분석 결과 키워드 빈도 수 및 가중치는 [그림 11]과 같이 1) 평양(145/7.37), 2) 유튜브
(131/9.98), 3) 은아(51/8.88) 순으로 조사되어 ‘일상’, ‘여성’의 비중이 크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키워드 빈도 수 및 가중치는 8, 1.33으로 나타났

고 선전물 역시 7, 2.73으로 나타나 그 비중이 크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평양의 은아’에 대한 연관 단어 빈도수와 가중치

따라서 북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미지 선동선전은 전술했다시피 전통적인 ‘우상성’에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일상성’ 전략으로 전환(轉換)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이 연구는 유튜브 채널 ‘평양의 은아’로 살펴본 북한의 선전이미지 변화 연구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선전(propaganda) 이미지가 ‘뉴미디어(유튜브)’ 활용과 ‘자연스러움(일상
과 여성)’으로 변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북한의 프로파간다 이미지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전통적인 선전이미지 전략의 기틀이 되는 마오쩌둥(Mao Zedong)의 ‘중국문예운동’과
김일성의 ‘조선화’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 다음 북한 ‘조선화’와 ‘우상화’의 상관관
계를 양적으로 살펴보고, 끝으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북한의 유튜브 채널 ‘평양의 은
아’를 다각도로 조망해 ‘조선화’로 위시되었던 전통적인 선전선동 이미지 전략과 그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조사 결과 북한의 전통적인 선전이미지 전략은 ‘조선화’를 기반으로 한 김일성 및 그 일가의
‘우상화’로 집적될 수 있었고, 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선전이미지 전략은 북한의 풍경, 여성
으로 요약되는 ‘일상화’로 집적되어 전통적인 선전이미지 전략과 큰 차이점을 나타낸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뉴미디어 콘텐츠의 특징이 되는 주목성(attention), 연성성
(softness), 차별성(distinction) 이라는 새로운 콘텐츠 제작문법에 따른 변화로 추정된다.
다만 이 연구가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다보니 데이터 모수가 적고 북한의 선전이미지
연구에 관한 그 깊이가 매우 부족하며, 국내외 선행 연구가 없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들은 이 연구가 관련 분야의 초도연구에 활용되기
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대신하고자 했다. 모쪼록 북한의 선전이미지 전략과 그 변
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나오기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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