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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반 이후 북한의 산림황폐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1990년  극심한 경제난을 겪

으면서 황폐화는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산림황폐화를 막기 해 지속 으로 조림 계획

을 추진해왔다. 7개년 계획(1987-1993년)에서 경제  가치가 높은 나무를 선별하여 심도록 하 고, 

2000년에는 ‘산림조성 10년 계획기간(2001-2010)’을 설정하여 속성수  유용수종 식수를 강조하고 

묘목 생산체계를 갖추도록 하 다. 1996년에는 ‘국토 환경보호 (10월 23일)’을 제정하고 매년 철과 

가을철 두 차례 ‘국토 리총동원기간’을 설정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산림 커뮤니 이션에서 미디어의 역할의 요성에 주목하여, 북한에서 산림 련 이슈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의 경우, 사회 으로 시민사회의 

극  역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미디어는 북한 정부의 리  조정의 압력을 받는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미디어 분석은 북한 산림정책 선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  것이다. 

북한 미디어 분석을 해 북한 당기 지인 ‘로동신문’을 선택하 다. ‘고난의 행군’이라 일컬어지는 

1990년  경제난을 포함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기사  표제에 ‘산

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추출하여, 총 420개의 기사를 분석하 다. 자료의 수집을 

하여 2003년까지의 기사는 동국  북한학연구소 로동신문연구 이 2006년에 발간한 로동신문색인을 

원용하여 수집하 고, 2004년 이후 기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로동신문의 특성상 기사 내용이 갖는 노동당 의도의 경 이 기사 형식이나 편집양식에 반 된다

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기사 유형(사․논설/보도기사  경험기사/교양  기사)과 편집 유형(1면

에 실린 기사의 수/ 특집기사로 편집된 기사의 수/ 신문면의 상단 배치 기사의 수)을 코딩하 다. 

빈도 분석 결과, 체 으로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1996년, 1999년, 2008년에 산림 련 

기사가 집 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1995년, 1996년, 1999년, 2008년에 많은 산림 련 내용이 특

집 기사로 다루어졌다. 이는 각각 1995년 홍수, 1997년 가뭄, 2007년에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향으로 산림 련 이슈가 부각된 것으로 상된다. 1995년에는 나무심기에 한 기사가, 1996에는 국

토 리사업, 가을철나무심기,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한 특집기사가 보도되었다. 1999년에 산림조

성과 더불어 양묘장 건설  확장에 한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2008년에 수림화·원림화 방침, 산림

보호 책, 산불막이 책 등에 한 기사가 주로 보도되었다. 산림 련 기사의 부분은 산림조성의 

선 과 동원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산림의 황폐화와 이로 인한 피해에 한 기사,  

남한  국제 력기구로부터 받은 산림 력사업에 한 기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표  미디어인 로동신문이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을 홍보하고, 조림  보호사업

에 북한 주민을 동원하기 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 다. 북한 정부의 산림정

책 수립  실행과정에서 미디어는 산림 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로동신문은 일방

이지만 북한 정부가 주민에게 산림 련 정보를 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북한 사회의 산림담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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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련 보도 기사의 수와 유형에 한 빈도 분석만을 수행하 다. 

향후 산림 련 기사 내용에 한 깊이 있는 양 , 질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