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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집권 3년차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속과 변화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

고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를 활용하였다. 북한에 있어서 신년사만큼 영향력

있는 사항은 드물며 북한사회의 제 분야에 있어서 한해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김일성, 김정일, 김

정은 시대 신년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종합된 신년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발표방법, 내용구성, 기타사항을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북한 정권별 신년사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먼저 지속적인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사회

주의 체제 고수와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이다. 변화사항으로는 ①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부분적인 개방문제, ② 북한의 핵문제, ③

자본주의 성격의 유입과 사회주의 통제력 약화, ④ 김정은의 해외 유학경험 등을 4가지 사항을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

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요인은 복합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지속과 변화문제는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핵심 사항들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

론결집 노력 강화와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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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may be meaningful that analysis of possible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s Kim Jong-un ‘s ruling in its

third year. For this analysis, for the application more rational and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this study takes advantage

of the new years’ messages of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un. In North Korea, the new years’ messages

are rare enough to give influence to every field of the North Korea’s community and the New Year’s message performs

tutorial role throughout the whole year. The said messages of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un regimes have been

researched and comprehensively summarized. The summarized New Year’s Message by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are separated, compared and analyzed by the regime by presentation method, configured information, and

others followed by New Year message’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each North Korean regime that have been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of Kim Jong-un era, possibility of its continuation and change is

forecasted. Above all, for possible continuation of the ruling, sticking to the governing socialist way and military-first

politics are presented. For possible causes of change, such the four factors as partial opening to overcome economic

problem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flux of the nature of capitalism, and Kim Jung-un’s control weakness have

been presented. Such the factors of possible change and continuation of the North Korea Kim Jung-un ruling are

expected to work as a combination of factors. The issue of continuation and change of North Korea Kim Jong-un’s

control is a key point for us to solve the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In the situation that the whole people

of South Korea have a national consensus in the effort of gathering the public opinion, it is a high time that we needed

to have much flexibility to actively cope with the North Korea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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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으며, 북

쪽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지 3년차이다. 북한은 2012

년 김정은 정권 이후 작년까지 2년간은 우리정부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각종도발과 위협

및 3차 핵실험을 통 크게 실시하였다. 김정은은 2014

년 신년사1)를 통하여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자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표면적으

로 나타내고 있는 현상들은 남북관계 개선과는 동떨

어진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을 방문 드레스덴선언2)에서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였

다.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집권

3년차의 김정은 시대 남북관계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

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자료는 북한의 신년

사를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북한에 있어서 신년

사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항은 드물다. 신년사는 북한

사회의 제 분야에 있어서 한해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

고 있다. 분석 방법은 신년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

은 시대로 구분하여 신년사의 변천사항과 분야별 비

교분석을 실시한 후 이어서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

화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1차 자료인 신년사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

의 향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

단된다. 또한 남북관계의 주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나아가서 북한의 중점분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

기 때문이다. 특히나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분

석 자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동신문을 통한

3년간의 신년사 분석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김정은 시대 3년은 미래 북한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3년간의 신

년사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와 향후 남북관계를

예측한다는 것은 다소 제한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년사 분석시

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분야별 특성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속과 변화의 함의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신년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치

강령 변화, 김정일 시대 신년사 특성, 신년사 발표에

따른 연도별 신년사 분석 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

은 현재까지 발표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북한 신년사를 총망라하여 신년사 발표방법, 내용구

성, 기타사항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

한 정권별 신년사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남북관계를 예측 및 대북정책의 방

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북한의 신년사 고찰

본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연구방법 중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신

년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로 이어지는 북한사회의 신년사를 고찰하여 신년사의

변천사 및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사회에 있어서 신년사의 위치

및 인식은 물론이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 북한 신년사 의미와 구성

북한에서 신년사는 당과 국가의 수반이 새해를 맞

이하여 하는 공식적인 연설이나 연설문으로 정의3)하

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신년사의 의미는 첫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직접적인 통치수단으로 매

년 신년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통치수

단으로서 국가정책의 수립방향 제시, 국민일체화 및

내부통제, 통치이데올로기 구현 수단, 주민 동원 및

독려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것이다. 특히 북한주민

들의 내부단결과 체제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주의 건설

의 완성을 위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신년사는 북한의 독특한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이다. 철저한 집단주의와 군사국가적인 전투적 어조로

하달하여 북한사회를 일정한 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해의 목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호를 제창4)하고 선동하여 당의 정책을 획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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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셋째, 신년사를 통하여 북

한의 정세, 대남정책,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다양한 각

도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남북관계 및

대남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신년사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신년사는 지난해 과업의 평가와 새해의 방향을 제시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공식문건이라는 점에서 북한

의 전반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효

율적인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 전체

에게 전달하는 한해의 방향과 지침이라는 점에서 설

득력이 매우 높아 북한의 어느 공식문건보다 북한정

권의 정세에 대한 인식과 정책추진 의도가 잘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김정일의 표현을 살

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김정일은 매년 신년사를

작성하는 로동신문 정론 집필진을 가리켜 ‘최고사령부

의 작전지휘부 성원’ 이라고 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북한 신년사가 얼마나 중요한 통치수단으로서 의미와

성격5)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구성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사말로 시작하여 지난해

의 정세를 회고 및 분석하고 사업 분야별 실적평가,

그리고 당해 연도의 정세전망과 분야별 사업방향과

과업의 구체적인 제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에

대하여 요약식으로 순서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

사말 → 지난해 평가(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대

남, 대외) → 당해 연도 대내적 정책과제와 과업(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대남, 대외)6) → 마지막 인사말

(최종 강조사항)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해 평가는 설정

한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을 제시하고 탁월한 지

도력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음 순서

에서는 한해 동안 북한이 추진해야 할 종합적인 정책

목표를 당의 권위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별로 대내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여기에서는 물론 당의 방침을 제시하고 구체

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면서 각 기관들과 당원들의

자세한 임무가 언급된다. 이어서 대남통일 정책에 대

해서 언급하는데 먼저 지난해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남한의 통일정책 등을 비난한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

하는 통일정책 및 대남정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대외

정책 및 대외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마지막에

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최종 강조사항7)을 설

명한다.

이러한 신년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 효과면에서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점이다. 즉 매

년 새해 첫날 아침에 북한의 전 주민이 경청하는 가

운데 동시방송으로 북한사회에 전파한다는 것이 특이

하다.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세분

석과 당해연도 정책추진 과제를 직접 밝힌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북한 전역의 모든 행정기관, 기업소, 협

동농장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는 점8)이다. 신년

사가 발표되면 북한에서는 우선적으로 신년사 학습,

지지궐기대회, 해설모임 등9)이 각 직장, 인민반, 각종

생산단위에서 진행되어 주민들의 사상교육과 통제가

실시된다. 즉 북한의 신년사는 서방세계의 연두기자회

견이나 남한의 대통령 연두교시와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신년사는 단순한 1회용 연설이 아니라

한해 동안 북한 사회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다. 특히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주민의 내부단결과

체제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관심사의 공개적인 노

출 및 해외는 물론 남한의 종북세력들에게 희망과 용

기를 주고 있는 효과마저 노리고 있다. 결국 북한의

신년사는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한 선언적 역할

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2.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년사 현황

분석

2.2.1. 신년사 현황

1945～2014년 올해까지 북한에서 발표한 신년사에

대하여 연도별 발표형식, 신년사 제목10), 발표 관련문

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학계에서

신년사에 대하여 김일성, 김정일 시대로 구분하여 제

시하거나 또는 연도별 제목 및 발표형식 등만 제시되

었던 것을 논문에서는 북한정권 수립이후 현 김정은

시대까지 연도별로 발표형식, 제목, 발표언론 자료 등

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제목이

없는 연도에는 북한이 주로 주장하였던 내용을 기록

하여 향후에도 신년사 분석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

능토록 하였다. 신년사 현황은 1946년 김일성 신년사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함”으로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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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김정은 신년사까지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1차

자료는 김일성 저작집, 로동신문, 통일부 발행 『통일

백서』등을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자료를 바탕

으로 1946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총 69회의 신년

사에 대하여 연도별 발표형식 및 제목 등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년사 현황11)

년 도 형 식 제목 / 게재문건

1946

김일성

신년사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함

김
일
성
저
작
잡

1947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하며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1948
신년사, 47년도 인민경제 승리적으로
완수 등

1949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궐기하자
1949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에게
보내는 신년사

1950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
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

1951
1951년도를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들에게 보내는 신년사

로동신
문
호외

1952

김일성

축하문

1952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김일성
저작집

1953
동포 형제 자매들이여! 승리의
신년 축하를 드린다.

로동신
문신년
호

1954

신년

축하연

연설

신년축하연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1955 새해의 축하를 드린다.

로
동
신
문
신
년
호

1956 새해의 축하를 드린다.

1957
신년

사설
새해의 축하를 드린다. 사설 새해 195
7년

1958

신년

축하연

연설

새해의 축하를 드린다. 인민경제
복구사업 완성 등

1959
천리마의 기수들에게 새해의 축하를
드린다.

1960
동포 형제자매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린다. 등

년 도 형 식 제목 / 게재문건

1961

～

1965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신년호
1961 신년사 동포 형제자매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린다. 1차5개년계획 2

년반 앞당겨 완료 등

1963, 1969 김일성 저작집

1966

신년

사설
1967

1968

1969
신년

경축연설

1970
신년

사설
로동신문 신년호 1970년을 새로운

력사적인 승리의 해로 빛내자

1971

～

1986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특간호
1973 신년사, “채취공업의 강화” 등

역설

1974 신년사, “농촌기술혁명 강화” 등

역설

1987
시정

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최고인

민회의 8기 1차 회의) 86. 12. 30. 최고인

민회의에서의 김일성 시정연설

1988

～

1994

김일성

신년사

1988 신년사, “남북연석회의” 등

주장

로

동

신

문

신

년

호

1995

～

2012

공동사설

1995 신년사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1996 신년사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1997 신년사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2012 신년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13

육성연설

김정은

신년사

신년사,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로 투쟁구호 제

시

2014

육성연설

김정은

신년사

신년사,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

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로

투쟁구호 제시, 경제분야 강조, 농업

을 주타격방향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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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2.2.2.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신년사 분야

별12)비교 분석

북한의 신년사는 전체적인 내용 구성면에서 살펴보

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가 동일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발표형식과 신년사 제목의 사용, 중요분야

별 언급순위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점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야별, 시대별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

으로 정권별 시사점과 향후 김정은 시대의 변화추이

에 일정부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 비교 분

석은 첫째 발표 형식면에서 살펴보면 김일성은 매년

12월 31일 금수산의사당에서 당중앙위원회, 중앙인민

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직접 육성으로

발표한 후 다음날 새해 1월 1일 육성녹음을 전국에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직접 육

성발표 없이 당보,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

위) 등 3개 신문에 신년공동사설이라는 형식으로 발

표하였다. 반면 김정은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육성으

로 발표하였다. 이는 권력승계이후 김일성을 모방하며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려 한 김정은식 통

치행태13)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신년사 발표형식에 근거하여 1946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총 69회의 신년사를 발표 형식별

로 종합하면〈표 2〉와 같다.

〈표 2〉, 신년사(1946～2014년) 발표 형식별 종합14)

구분 총계
김일성
신년사

김두봉
신년사

축하문
신년
축하연설

내용 69

35 1 1 6

1953 1952

1954～
56,
1958～
59,
1969

시정연설
로동신문
사설

공동
사설

김정은
신년사

1 5 17 3

둘째, 제목 사용면에서 김일성은 신년사의 제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15), 김정일은 한해의 전반

적인 시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김정은은 2012년 신년사를 제외하고는 제

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셋째, 내용구성면에서 김일성은 매년 신년사의 내

용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김정일과 김

정은은 다소 구성상의 변화16)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정은 2012년 신년사에서는 김일성 사망 다음해 신년

사처럼 김정일에 대한 애도 표시와 함께 영도업적 거

론, 김정은 중심의 결속강조, 지난해 업적 평가, 올해

과제 제시의 순서로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특이사항으

로는 군사문제가 당의 역할보다 앞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우선순위 면에서도 김일성은 경제․문화 분

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표하였으나, 김정일은 사상분

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김정은은 최초 2012년에는

김정일 유훈의 강조 및 김정은 중심의 결속을 강조하

면서 경공업부분과 농업부분을 강성국가건설의 주공

전선으로 경제부분의 최우선과제로 강조하였다. 201

3～14년도에는 육성신년사를 통하여 경제 및 농업부

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특히 2014년을 “사회주

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비약의 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 농업, 건설,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신년사 분야별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년사 분야별 비교

구 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발표

형식

육성녹음

발표

3개 신문

신년공동사설
육성발표

제목

사용
미사용 사용 사용

내용

구성
일관성 유지 구성상의 변화 구성상의 변화

우선

순위
경제․문화 사상

경제, 농업, 건설,

과학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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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신년사 특성

이와 같은 북한의 분야별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신년사는 북한체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체제의

변화된 사항을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분야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별 신년사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보다 변하지 않

고 있는 사항과 변화된 추이를 구체화 할 수 있다. 시

대별 신년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

일성 시대는 신년사를 통하여 첫째 개인의 통치수단

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주민을 효율

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년사처럼 용이한

것이 없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

송형식을 택함으로 자신의 권위는 물론이고 당과 군

을 통하여 세부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개략적이고 포

괄적인 신년사는 통치자의 권위를 확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례적인 행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통치체제를 지

향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한해의 지향목표와 방향제시

라는 점 이외에도 주민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

려는 사회통제의 정치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

한 신년사는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합리화하는데 유

용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독특한 일일지배체제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인민대중

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17)인

것이다. 즉 김일성은 일인지배체제를 위한 수령의 지

위와 역할에 대하여 신년사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

게 매년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18)의 우월성 강조를 통한 주민들의 통제도

구로 활용하였다. 1991년 신년사에서는 ‘우리식 사회

주의’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그해 5월에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대한 이론적 정립을 하였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해체 및 붕괴를 지켜보면서 김일성은 사

회주의 고수문제가 북한정권의 1차적 과제임을 선언

한 것이다. 북한사회는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모든 것

을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만이 오늘의 행복과 내

일의 희망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

의는 북한주민의 생활이며 생명이므로 사회주의를 옹

호 및 고수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매년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셋째,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하여 대남정책 및 통일

정책의 실천 및 선전장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보면 1950년 신년사에는 6․25전쟁에 대

비하여 인민군대 등 전 무장병력에 대하여 전투적 경

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달한 내용19)을 알 수 있

다. 즉 김일성의 6․25 전쟁 의도는 깊숙이 위장하

면서 통일투쟁이라는 구호로 포장된 전쟁예고문 성격

의 신년사이다. 또한 1961년 신년사에서는 4.19사태의

분석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광범위하게 투쟁에 참가시

키지 못한 점이 실패한 투쟁이라고 한 점 등은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은 매년 북한의 통일방안을 선전하는

장으로 신년사를 대대적으로 활용20)하고 있다는 점이

다. 광복 후 1990년대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단계적

인 변천을 진행하였다. 최초에는 신년사를 통하여 민

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방안을 주장21)하였으나 1

980년대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

였다. 1990년대는 연방제통일방안 중 1민족 1국가 2제

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북한

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신년사라는 독특한 선전도구를

통하여 대외홍보 및 주민들을 교육하였던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서 신년사는 첫째, 북한체제운영상

크게 변화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 김정일 체

제의 강화를 집중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

일성 사후 1995년부터 현재 처해있는 상황인식과 관

련하여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

다. 김일성의 유훈통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

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시기, 어떤 풍파, 안팎의 분

열주의자들의 책동, 우리 혁명의 내외환경은 대단히

어려웠다, 가장 어려운 환경, 고난의 행군, 방대한 과

업’ 등의 표현22)을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 시대 신년사와 비교해보면 유례가 없는 표현

들이다. 북한 체제안정과 유지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김정일 체제의 강화

를 위해서 1995년에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

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절대적

인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갈 때 우리 조국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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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이며 사회주의적위업 수행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

되게 될 것이다”23)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1997년 신년

사부터는 김정일을 영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크게

부각시켰다. 나아가 경제건설을 지속적으로 강조24)하

였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체제운영상의 변화가 없음

을 대내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으며 김일성의 유훈

통치와 더불어 김정일의 영도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

켜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

한 체제의 운영과 경제건설의 주장은 현재 김정은 시

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다. 둘째는 북한의 군사

력 강화와 군의 위상 및 역할 변화를 통한 군사국가

의 제도화와 선군정치를 표방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위기관리 방식으로 채택되었던 군사국가의 제도

화와 강성대국을 주장25)하였던 것이다. 군사국가는 1

998년에 들어서서 하나의 제도로 굳어진 것으로 보이

며, 김정일 시대에 위기의 북한을 통치해 나가는 중요

한 정치수단으로 활용26)하였다. 김정일 시대의 대표

적인 특징으로 선전되고 있는 선군정치27)는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

로 규정된다. 즉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

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

회주의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선군정치를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

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28)이라고 하

였다. 결국 군대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를 통치한

사항이다. 셋째는 대남 및 통일정책상의 변화 및 대외

정책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대

남정책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이다. 2000년까지는 이러한 김일성의 유훈에 의거 원

칙이 고수되었으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

신년사에서는 6.15남북공동선을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사망이후 대외정책의

핵심은 현실적인 실리외교와 서방권과의 관계강화이

다. 2000년까지는 정치→경제→남북관계 순으로 언급

하였으나 2001년에는 정치→대외관계→경제→남북관

계 순으로 거론함으로써 대외관계개선에 역점을 두었

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회복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3회

발표되었다. 짧은 기간의 신년사를 통하여 김정은 시

대 신년사의 특징을 제시한다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신년사를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의 특징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유훈을 앞세우면서 김정은을 중심

으로 내부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 업적을 강조한 후 위대성을 제고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3대 세습체제의 정통성을 강화

하고 있다. 나아가 김정은 지도체제 공고화 과정을 순

조롭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대내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육성신년사 발표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북한 최고 지도자 육성신년사 발표는 김일성이

사망하던 1994년 이후 19년 만의 처음 있는 일이다.

김일성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김정은식

사회체제를 대내외에 과시한 사항이다. 이것은 김정은

의 자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명

실상부한 홀로서기의 신년사라는 것을 의미29)하며,

김정은 스타일의 신년사라는 것이다. 셋째는 농업을

강조30)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건설과 과학기술을 3대

경제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경우에는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강조한 후 4대 선행부분인 전력, 수

송, 금속, 화학을 내세웠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여전

히 식량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설 분야를

강조하면서 건설 분야의 성과를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을 강조31)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김정은 스타일의 신년사

를 통하여 북한주민들을 통제하면서 당면 문제인 경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와 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별로 신년사의

특성을 대내, 통일, 외교 분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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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 특성

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내
분야

3대혁명노선 강
화, 주체혁명노선
강화, 우리식 사
회주의 건설의
총력, 사회주의
옹호, 고수 및 발
전 정치, 문화,
물질생활 동시
발전, 경공업과
농업동시 발전,
소비품 생산증산,
의식주 문제 해
결, 경제의 자립
적 토대 강화

유훈통치, 사회주
의 사상, 붉은기
사상, 우리식 사
회주의, 강성대
국, 선군정치
식량난 타계, 먹
는 문제 해결, 사
회주의 경제강국,
우리식 경제관리
체계, 국방공업,
농업강조

수령의 혁명역
사와 장군의 선
군혁명 영도사
를 장조하면서
김정은 영도 강
조, 유훈관철,
강성부흥전략 ,
농업부분을 강
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 농업,
건설과 과학기
술을 3대 경제
과업,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
대강화, 혁명무
력의 강화발전

통일
분야

유엔단독가입 및
대화창구 일원화
반대, 남북자유왕
래 및 전면개방,
군사문제 선차적
해결, 통일연방
제, 민족통일 협
상회의소집, 한반
도의 비핵화 평
화지대, 통일의
근본은 민족대단
결, 민족자주 입
장에서 통일문제
문제 해결하는
자와는 누구와도
협의, 유관국가들
의 한반도 통일
적극협력 촉구

연방제, 평화협
정, 통일문제의
국제화, 민족대단
결, 조국통일3대
원칙, 전민족대단
결 10대강령, 6.1
5남북공동선언 ,
민족공조, 평화통
일

남북공동선언
의 존중과 이
행, 조국통일운
동의 새로운 전
진, 북남관계개
선을 위한 분위
기 조성

외교
분야

미군철수, 사회주
의, 비동맹국가와
의 협조, 자주․
평화․친선의 대
외정책 기조, 반
제투쟁 강화

미군철수, 조․미
기본합의문, 대
미, 대일관계, 대
외개방가속화, 자
주․평화․친선,
세계평화, 평화적
핵 해결

미군철수(2012
년), 조선반도
세계최대의 열
점지역, 자주․
평화․친선의
대외정책이념 ,
선린우호관계
확대발전

3. 김정은 시대 신년사를 통한 지속과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년사는 북한통치의 단

면이며 어제와 오늘이다. 신년사가 북한의 통치형태에

미친 영향은 실제 지대하며, 그 어떠한 명령이나 규정

보다도 위력이 있으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이다. 김정은 시대 신년사 고찰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북한의 지속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북한

의 지속과 변화는 다양한 분야를 고려할 수 있으나

논문에서는 북한의 정치 및 개혁개방의 분야로 한정

하여 살펴보았다.

3.1. 김정은 시대 신년사를 통한 지속요인

김정일 사망이후 2012년 4월 11일 당대표자대회, 4

월 13일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김정은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추대하는 승계 절차를 마무리하

였다. 김정일이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3년 동안 승

계 절차에 비해 불과 4개월 만에 권력승계를 마무리

했다. 선대 수령의 사망과 동시에 후계 수령으로 승계

한 김정은이 당․정․군의 최고지위에 등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것이다. 왕조시대

의 왕위 계승처럼 권력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

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수령제’ 통치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32) 김정은 체제하에서 전략적 변화

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북한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이자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의 변화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12일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개정한 로동당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

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조선로

동당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구

현한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

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고 여전히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과 ‘선군

혁명’노선을 명기하고 있으면서 이를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로 공식화하였다. 이어서 4월 13일 최고인

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주

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

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였다. 이

것은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을 기존의 방식대로 지

속33)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사항이

다. 또한 김정은의 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고위간부들과 한 담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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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34) 김정은

의 4․6 담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하면서

명백하게 천명한 것은, ‘주체혁명위업’과 ‘선군혁명위

업’을 계승하려는 김정은 자신의 뜻과 의지다. 주체혁

명위업과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이란 김정일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것

이다. 즉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으

로 해석된다.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도 당의 유일적 영

도체계 확립과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하에 전당, 전

민, 전군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체계의 확립과 당의 노

선,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접수와 관철 등은 강조한

사실35)에서 보면, 김정은 영도체제는 김정일 영도체

제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당규약과 헌법 및 김정은 첫 노

작을 평가해 보았을 때 김정은이 제3대 권력세습자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유훈36)에 따라 대

내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북한의 전략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통

치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김정일시대 선

군혁명역량의 지속적 강조와 함께 선대 수령들을 혁

명위업을 전면에 내세운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이에

대한 실천담론으로써 ‘김정일 애국주의’ 등이 김정은

시대 이데올로기 변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체

제의 특징은 결코 변치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신년

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37) 2013년 제3차 핵실험 역시 핵과 인공위성 보

유국이라는 자신감의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

한 태도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대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북

한의 정책목표가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

았음38)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2014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국방력 강화는 국사중의 국

사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

도 평화도 있습니다”39) 선군정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

를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변화

보다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2. 김정은 시대 신년사를 통한 변화요인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던 북

한의 변화요인을 김정은 시대에서 찾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북한정권의 지도자 교체는 정치

적인 변화와 함께하고 있다. 2011년 김정일의 사망과

동시에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북한은 4월 11

일 당대표자회의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

여 김정은이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당 제1비서,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 공화국 원수에 추대됨으로써 명실

상부한 당․정․군의 최고 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선군정치를 유훈으로 받들면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인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가장 당면한 과제는 장기간 지속된 경

제난의 타개와 경제 정상화일 것이다. 장기간 지속되

어온 북한의 경제적 위기상황은 우선적으로 기술, 경

쟁력, 노동 의욕의 저하인 3저와 식량, 에너지와 원자

재, 그리고 외화의 부족인 3난에 허덕이고 있다.40) 경

제난이 장기화되면서 회복 불능상태가 된 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의 근본적인 모순과 국방공업 중심의 선군경제 노선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41)고 볼 수 있

다. 2000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김정일은 직접 경

제지도간부들에게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경제를 관리운영”42)하라고 지시했

으며, 나아가 1월 23일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과 한 담화43)에서 주민생활에서 필요한 경공업 문제

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수요를 충족할 것을 지시하였다. 2002년 7월 1일에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적

실리추구는 일정부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시대에도 이와 같은 경제적 실

리를 추구하기 위한 남북경협 등 변화가 예상된다. 김

정은 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4․15 연설에서 “세상에

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

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44)라고 밝

혔다. 그리고 첫 공식 노작인 4․6 담화에 나타난 발

언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김정일이 “나라의 경

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모든 사업을 복종시키도

록” 했다고 밝힘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

북한체제의 우선적인 과제45)임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김정은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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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여주는 사항들이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였다

면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김정은에게

부여된 문제는 ‘올바른 대책’과 ‘가시적인 성과’46)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일지배체제라는 체제의 경직성

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가 문제의 본질이며,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부분적 개방이

변화를 촉진47)하게 될 첫째 요인이다. 즉 경제난 타개

를 위한 여건조성은 북한의 변화요인48)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핵개발이나 대남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만일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해 경

제정책을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의 안보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49)

둘째요인은 북한의 핵문제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

협상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 및 안전을 보

장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 시

대의 3차 핵실험을 통하여 미국과의 협상 여부에 관

계없이 강력한 핵보유국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대내외

에 천명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스

스로 안전보장을 책임지고50) 나아가 북중 관계를 통

하여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으

로 판단된다. 이제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와 깊숙이 연

결되어 있으며 북한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해결될 수밖

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북핵문제=북한문제라는 명제

는 북한의 변화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변화요인이다.

셋째 변화요인은 자본주의 성격의 유입과 사회주의

통제력 약화이다.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한 자본주의

성격들이 대거 유입되고 사회의주의적 통제력이 약화

되는 요인은 변화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중

앙이 행사해오던 ‘정치적 지렛대’가 상당부분 상실된

것이다.51) 이는 이른바 계획중앙의 공식 일차경제가

약화된 데 비해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행위가 증대하

고 경제행위자로서의 개인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기존 당국가체제의 정당화 기제가 되었던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총체적으

로 약화되는 과정이다.52)

넷째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김정은의 해외 유학경험

이다. 김정은의 유학경험이야 말로 북한의 어떤 지도

자보다 변화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이 북한의 낙후된 경제에 대

하여 본격적으로 고민한 시점은 어린 시절 스위스에

유학53)하고 유럽 및 일본에도 가족여행을 함으로써

북한과 외부세계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학 및 장기 체

류를 통해 자본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나중에 최고지

도자가 되어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중국의

덩샤오핑과 장쩌민처럼 개혁과 개방에 큰 관심을 가

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54) 청소년시절 약 5년 동안

의 스위스 유학을 통해 선진국들의 발전된 자본주의

를 체험한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요인이 될

것이다.

4. 결 론 및 시사점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신년사

는 절대 권력을 소유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공

식적인 교시로서 정책제시 및 실천방향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매년 신년사 내용을 토

대로 북한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이를 실행토록

촉구하면서 선전․선동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충

실히 수행하였다.

북한정권별로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인

통치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도 변치 않고 있

는 절대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통치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해온 신년사를 분석함으로서 몇 가지 체제적 특

성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

화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발표형식

과 내용면에서 정권별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김일

성, 김정은은 육성으로 발표하였으나 김정일은 직접

감수한 신년공동사설을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

민군), 청년보(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게재하였다.

신년사의 우선순위 면에서도 김일성은 경제․문화 분

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표하였으나, 김정일은 사상분

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반면에 김정은은 최초 2012

년에는 김정일 유훈의 강조 및 김정은 중심의 결속을

강조하였으나 2013～14년도에는 육성신년사를 통하여

경제 및 농업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특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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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비약의 해”

라고 언급하면서 경제, 농업, 건설,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신년사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의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지속적인 사항으

로 사회주의체제 고수와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이다. 변

화사항으로는 ①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부분적인 개방

문제, ② 북한의 핵문제, ③자본주의 성격의 유입과

사회주의 통제력 약화, ④ 김정은의 해외 유학경험 등

을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지속요인

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지속과 변화는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속요인은

어떻게 관리하여 변화요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전

략적인 정책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나 신년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을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통치방식의 여건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차분히 고민해야 할 사

항이다. 반면에 변화요인 중 ①～③ 사항은 향후 절대

적인 남북문제의 핵심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사항들

이다. 현재도 진행 중인 북한의 지속과 변화는 향후

북한문제라는 거대한 담론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

들이다.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북한의 변화

추이를 감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문제에 대

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론결집 노력 강

화와 변화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정

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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