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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진핑 시대에 중국의 미디어에
나타난 김정은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리우홍펑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연구는 중국의 신화사와 인민일보의 김정은 보도를 분석하면서 시
진핑 시기에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김정은 이미지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시진핑 시기의 북중 관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북핵을
비롯한 문제로 갈등과 대립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변화가 언론, 특히
국가정상 보도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 북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2013~2015 년, 2016~2017 년, 2018 년 3 시기로 나눠서
김정은 보도에 대해 양적분석과 이미지 프레임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양상의 변화가 북
중관계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고 국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구체
적으로, 2013 년-2015 년까지 중국 언론이 김정은에 대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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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다양한 보도양상으로 다루고 있었다. 중립적인
논조가 제일 많았지만 부정적과 긍정적인 논조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
지되었다. 2016-2017 년 사이에는 김정은 보도가 급격히 하락되었고
보도 주제, 기사유형, 정보원 활용 등이 특정 형태로 집중되면서 한쪽
으로 매우 국한되어 있었으며 부정적인 논조도 급상승했다. 2018 년에
김정은에 대한 보도량도 다시 증가하고 보도주제, 정보원, 기사유형 등
도 점차 다양해지고 보도 논조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둘째, 시진핑 집권시기 중 북중 관계가 제일 소원했던 2016-2017
년 사이에 부정적인 논조가 긍정적인 논조보다 너 높게 나타났으나,
시기 변화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논조를 가진 보도가 제일 많았다.
셋째, 중국 언론의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은 국익의 변
화에 따라 역시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
년 동안 “무력도발자” 이미지가 제일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지만 긍정
적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각 50.4%와 49.6%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
났다. 2016-2017 년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 구축은 주로 “무력도발
자”로 집중되고 훨씬 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2018 년도
에 김정은 이미지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핵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는 책임자의 모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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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중국과 북한이 특수한 관계라는 인식은 북중관계의 역사적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공 내전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도움과 한국전쟁
에서 ‘항미원조’를 내건 중공군의 개입 등에서 보듯이, 각국은 국가
성립 시기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다져진 ‘혈맹’ 관계가
중국과 북한의 특수성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양국 관계사에서
보듯이 냉전 시기 ‘8 월 종파 사건’이나 ‘문혁 초창기의 상호 비방’
등 굴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탈냉전 시기의 ‘한중 수교’나 ‘북한
핵실험’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양국관
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항일 공동 투쟁과 국가성립 단계에서부터 맺
어진 인적 유대와 이데올로기적 연대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특수 관계
를 형성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가지
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별함이 관계의 특수성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양국이 맺은 오랫동안의 역사적, 이념적, 인적 유대는 북중관
계의 특수성을 형성하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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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순망치한으
로 비유해 왔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가 출범 이후 이러한 북중관계의
특수성이 퇴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표현은 특수성을
언급하기 보다는 ‘정상적 국가관계’로 양국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잦아졌다. 그 이유는 2016 년초부터 북한이 잦아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이다. 특히 시진핑이 외
교적 측면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일대일
로’를 발전하면서 미국과 대국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에 무엇
보다 지역 질서의 안정과 평화 및 경제 성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강력한 설득과 권유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지속하여

중국의

체면과

위상을

훼손하고

있다(나영

주,2016).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국가로 중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냉정하게
행동했다. 중국은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뿐
만 아니라 시진핑은 다자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해결을 천명했다.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으로 북중 관계가 한참 전례 없는 위태로운 상태
에 빠졌다. 심지어 중국 국내에 ‘북한포기론’도 나타났다. 한 마리로,
시진핑 시기에 북중 관계가 항상 우호적인 외교관계가 아니라 국익에
2

따라 때로는 좋고 때로는 갈등에 빠졌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중국
언론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보도 태도가 외교관계 변화
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언론이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구성적 개입과 작용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주요한 주제이다. 양국의 이해관계를 가장 구체적
이고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정상은 언론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보도 아이템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외교적 갈등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발언과 행보는 그 자체로 중요한
뉴스 가치를 가지게 되고, 보도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점
에서 언론 보도의 주된 관심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정상에
관한 보도는 해당 발언의 사실과 내용, 그 것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
이후 정치외교적 파장과 전망에 대한 민감한 분석이 동원되기 마련인
데, 이러한 보도 과정에서 언론의 국적과 해당 언론의 성격은 국가이
익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게 된다(김동윤, 이현주, 정연
주,2016).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중국 언론에 나타난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임이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에 대하
여 구축한 이미지 프레임은 전에 이어온 북중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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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아니면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외면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는지
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국의 <인민일보>
와 <신화사> 두가지 정치성을 띠는 언론매체를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것은 판단을 내리
기 쉽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신문과 같은 언
론보도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뉴스, 특히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보도는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신문보도에서 구축한 김정은 이미
지는 대중이 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국제뉴스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어서 국가이익 등 내, 외부 요소들이 국제 뉴스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국가 이익과 입장도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바뀌면서 이는 뉴스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레임과

이미지는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Entman,1993). 따라서 김정은 이미지 프레이밍을 통해서 김정은 이
미지의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출범 이후인
2013-2018 년 8 월까지의 뉴스 보도내용을 이용함으로써 중국 언론
매체 김정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변화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에 대해 양적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2013-2018 년 8 월까지 북중관계가 몇 차례의 긴장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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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중국 언론이 김정은에 대해 보도할 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 시진핑 집권시기인 2013-2018
년 동안 중국 언론이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연
구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할 방법과 기
본개념을 설명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해석할 예
정이다.

제2절

연구배경

(1) 북중관계의 변천과 시진핑 시대의 북중관계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의 2013 년부터 2018 년까
지를 한정하여 중국의 언론보도에 나타난 김정은 이미지의 변화를 분
석하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시대에 걸쳐서 중국의 언론매체가 김정은
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북중관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가정 아래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중국과 북한의 정치환경과 북중관
계의 변화를 정리하고 요약할 필요가 있다. 북중관계는 처음에 사회주
의 동지의 공감대를 가지고 시작됐고 혈맹으로 발전하기도 했으며 또
5

새로운 국제환경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북중관
계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①시진핑 전의 북중관계
북중관계의 시작은 중국이 설립되기 전인 중공과의 관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설립 이후부터 다루도록 하겠
다.
1948 년 9 월 9 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선언한 김일성은 설립과
동시에 국가주석으로 임명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 무대에 등장하기 시
작했다. 1949 년 10 월 6 일 중국이 건국을 선언한지 불과 5 일만에 북
한과의 외교를 맺으면서 북중관계가 시작되었다.
건국 초기 중국과 북한은 서로의 독립과 통일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전우 같은 관계였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가
지 도움을 제공했으며 1950 년 6 월 예상치 못한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1도 여러 논의 끝에 결국 중국인민지원군의 이름을 내걸며 북한으로

沈志华，朝鲜半岛研究综述，中共党史研究（1996）
중국의 문헌 연구를 의해서 1949 년 4 월에 김일(金一) 과 차년 5 월에 김일
성(金日成) 박헌영(朴宪永)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당시 중국의 주석인 모택
동(毛泽东)이 그들에게 “북조선의 해방과 무력 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했으나 “지금 남쪽으로 공격하지 말고 더 유리한 시기를 기다려라”는 권
고가 있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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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했다. 1953 년 7 월, 한반도에서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북한이 국
가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때부터 전쟁이라는 특수한 배경과 계기로 북
중관계의 “혈맹”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쟁은 끝났으나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 차원에
서 북한을 멸시하고 고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 차원에서도 제재하
는 태도를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국가
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복구하고 정권을 안정시키고자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북
측이 여러 차례 중국으로부터 물자와 재정지원을 받는 조약과 협정을
많이 맺었다2. 또한, 1961 년에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中朝
友好合作互助条约)>이 맺어지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
지고 심화되었다.
하지만 60 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라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김일성에 대한 비판이 일었으며 이는 북한의 강력한 불만
을 초래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소련과 동유럽의 압력을 받으면서

沈志华，董洁，中苏援助与朝鲜战后经济重建, 炎黄春秋 2011 年第 6 期
공개된 자료를 의하면 1953 년 김일성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조경제 및
문화합작협정(中朝经济及文化合作协定)>등 7 개 문서를 서명했다. 1957 년 9
월 13 일부터 10 월 6 일까지, 김일이 단장으로 임명한 방문단이 중국에 와서
석탄, 고무, 목화 등 북한이 필요한 물자의 무상지원에 대해 협상했다. 1958
년 8 월 3 일에 공업설비 제공과 장기무역협정에 관련된 담판으로 북한대표단
이 또 한번 중국에 방문했고 그해 10 월 18 일에 <중조과학기술합작위원회정
관(中朝科学技术合作委员会章程)>을 서명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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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관계를 발전시켰고 이런 영향으로 북중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그 후에 중국이 이전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
를 거치면서 북한과의 고위 방문 교류도 다시 활발해졌다.
1991 년 소련의 해체를 통해 냉전시대의 세계 양극 상태가 끝나고
다극화 시대로 들어섰다. 그에 따라 북중관계도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
게 되었는데 이 때 북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바로 한중 수교였다.
1992 년 8 월 24 일에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의 수립을 선언한 후에 북
한이 중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폭발하였고 북중관계가 냉각되면서
고위인사 간의 왕래도 거의 끊기다시피 한 상태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2000 년 5 월 말에 김정
일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출국하여 방문하는 국가로 중국을 택했고 이
방문의 결과로서 중국이 북한에 지속적인 식량과 물자를 무상 지원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회복되었다.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이번
중국방문에 대해서 중국이 취득한 성과를 찬양하고 조중 우호의 역사
와 우호 증진을 높이 평가하는 사설을 발표하기도 했다3.
이시기에 북중관계는 매우 밀접한 협력관계로 보였는데 2001 년부터
2006 년 5 년 동안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이 3 차례나 중국을 방

3

인민망(人民网) 2000 년 6 월 3 일 뉴스보도: 朝鲜党报发表社论盛赞朝中友谊
URL: www.people.com.cn/GB/channel1/10/20000603/878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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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중국은 북한의 합법성
을 인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적을 반대하며 북한
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고 북한은 중국의 영토분쟁에 대해 항상 “하
나의 중국” 입장을 가지면서 이처럼 서로 챙겨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이런 우호관계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변화를 겪었다. 2009 년 5 월,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중국
연변지역과 가까운 함경북도에서 2 차 핵실험을 단행했다4. 그 해 6 월
12 일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 1874 호를 발표했고 북한의 2
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 5 는 처벌적인 판결을 내렸다. 중국도 이에 찬성표를
던지며 유엔 결의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고 그 이후로 북중관계가 점
점 복잡해지고 특수성이 점차 퇴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2)시진핑 시대의 북중관계
한국전쟁을 통해서 단단해진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가 문화대혁명
과 한중수교, 북핵문제 등 굴절을 겪었으나 역사적인 유대와 이데올로

4

환구망(环球网)2009 년 5 월 5 일 뉴스보도: 朝鲜宣布成功进行第二次核试验
日韩反应强烈
URL: http://world.huanqiu.com/roll/2009-05/470410.html
5
위키백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 187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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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연대가 어떤 국가보다도 특수 관계를 형성하는 조건이 되고 오랫
동안 특수성을 유지했다(나영주, 2016). 그러나 시진핑 집권한지 얼마
안 된 2013 년 초에 벌어진 북한 3 차 핵실험 이후부터 특수관계보다
는 “정상적인 국가관계” 로 북중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많아졌다. 이는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어서 북중관계의 특수성이 퇴색되고 경색된 것을
알 수 있다.
북중관계에서 제일 핵심적인 갈등은 물론 북핵문제이다.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제시된 이후부터 북중관계를 “동맹의 실
패” 결과로 보는 현상으로 제시한 주장도 있었다(나영주, 2013). 김정
은 정권 출범 이후 북중관계가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으면서 중국 학자
들 또한 북한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국내에서 심지어 벌어
진 “북한포기론”이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는
항상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비유해온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은 완벽한 완충지대로서 가지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다른 국가가 대
체할 수 없는 전력적인 가치가 있다(王俊生, 2015). 따라서 북핵문제
로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지만 북한이라는 카드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는 제일 먼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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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며 북한을 상대할 때도 2001 년에 제시된 16 자 방침6과 원자바오
(温家宝) 총리가 2006 년에 제시한 경제협력 12 자 원칙7을 준수하고자
한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시진핑 전의 대북정책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시진핑 집권 초기에는 이런 기조를 유지했다. 아
래 <표 1>에서 정리했듯이, 북한 1 차 핵실험부터 4 차실험까지 중국 외
교부의 성명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냉정한 태
도로 대응하고 협상과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하길 호소한다” 는 입장이
었다. 그러나 4 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전과 달리 매우 강력한 발언을
밝혔다.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추진할 것” 이고 “6 자회담의 틀 안
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2017 년 6 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은 더 강력해졌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반대할 뿐
만 아니라 “강력히 규탄한다”는 표현을 썼다. 또한, 항상 제 1 순위에
놓여 있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내용도 빠졌다.

<표 2-1> 중국외교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식 성명 내용
북한 핵실험

중국 외교부 성명

태도
1 차 핵실험 조선(북한)이 국제사회의
2006/10/09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

입장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일은

장쩌민이 2001 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과 정상회단에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16 자 방침을 제시했다.
7
2006 년 김정일이 중국방문 했을 때 당시 총리인 원자바오(温家宝)가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운용이라는 12 자 경제협력방침을 제시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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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한다.

-

-

2 차 핵실험
2009/05/25

조선(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
고 또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결연히 반대한다..

-

-

3 차 핵실험
2013/02/12

조선(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
고 또 다시 핵실험을 감
행한 것에 대해 중국 정
부가 결연히 반대한다.

4 차 핵실
험
2016/01/06

오늘, 조선(북한)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또 다시 핵실험
을 감행한 것에 대해 중
국 정부가 결연히 반대한
다.
12

-

-

-

관련 당사국의 공동이
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한 태도로 대응하
고 협상과 대화로 평
화롭게 해결하길 호소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꾸
준히 노력하겠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일은
관련 당사국의 공동이
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한 태도로 대응하
고 협상과 대화로 평
화롭게 해결하길 호소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꾸
준히 노력하겠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수
호하는 일은 관련 당
사국의 공동이익에 부
합하는 일이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한 태도로 대응하
고 협상과 대화를 통
해서 6 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
를 실현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수
호하는 일은 관련 당
사국의 공동이익에 부
합하는 일이다.
중국은 비핵화 목표를

-

5 차 핵실험
2016/09/09

오늘 조선(북한)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또 다시 핵실험
을 감행한 것에 대해 중
국 정부가 결연히 반대한
다.

-

-

6 차 핵실험
2017/09/03

오늘 조선(북한)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또 다시 핵실험
을 감행한 것에 대해 중
국 정부가 결연히 반대하
고 강력히 규탄하다.

-

-

확고히 추진할 것이고
6 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수
호하는 일은 관련 당
사국의 공동이익에 부
합하는 일이다.
중국은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추진할 것이고
6 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해야 한다.
중국은 향후 국제사회
와 함께 유엔 안보리
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
한 집행을 추진해 나
갈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굳게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와 안정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다.

출처: 인터넷 내용을 의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중국의 대북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지만 그 중에도 중국
의 국익과 미중 관계의 변화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이 아시
아지역을 기반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시진핑이 일대일로 같은 정책을 세워서 경제력
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이신욱,
13

2016) 있는데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동아시아 정세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파괴하는 북한에 대해 복잡한 감
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신형대국관계 이론에서 중국은 책임감이
강한 강대국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북한이 중국의 수차례 설득,
권유와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감행한 행동은 중국의
국제 위상을 훼손했다. 게다가 특수관계 때문에 북한문제의 책임자로
여겨진 중국이 북한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정치에 국한되어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래 <표 2>에서 정리했듯이 2010 년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수출입금액을 비교했을 때 수입과 수출은 점차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이 무역 수치로 봤을 때
3 차 핵실험 이후에도 경제 왕래에는 큰 변화가 없고 핵실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매우 안정적인 협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간
단하게 정(政)냉(冷)경(經)온(溫)이라고 표현한 주장도 있다(이단, 김
혜련, 2016).
<표 2-2> 중국과 북한의 수출입 금액

단위: 만달러

연도

수입금액

수출금액

합계

2010

119454

227728

347182

14

2011

247677

316473

564149

2012

250376

353240

603616

2013

292750

363008

655757

2014

286793

351965

638758

2015

256769

294292

551060

2016

257246

308054

565300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공식 사이트를 의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이것으로 중국과 북한이 여러가지 이유로 특수관계가 퇴색됐지만 전
략적인 의미와 역사적 및 이념적인 측면에서 아직 연대관계가 쉽게 끊
어지지 않아 여전히 특수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시진핑 시대 중국 언론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분석하면서 언론에서
전달된 김정은 이미지의 변화를 연구한다. 따라서 중국 언론의 기본적
인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시, 강력한 정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에서도 더
힘이 있게 사회주의를 추진하고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
다. 이런 모습은 언론 또한 영향을 받았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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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시진핑 시대에 중국의 언론분야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의 언론매체는 항상 중국 공산당의 후설(喉舌)로서 당의 대변자
이자 선전자역할을 담당해왔고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는데 유력한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정인숙, 2015)고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시진핑
시대에도 다름이 없다.
2012 년 11 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8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
진핑 정부가 권력을 확정한 이후부터 5 년간 언론과 방송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발언과 지시를 내렸다. 이 시기 제시된 방송
정책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언론 통제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
제의 문화체제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이순임, 강병환, 2015).
시진핑 정부가 신문방송에 대한 발언과 정책이 매우 빈번하다는 점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3 년 8 월에 전국선전(宣傳)회의에서 선전
(宣傳)부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 이데올로기체제의
지도지위를 공고히 하고 중국 특색사회주의 교육을 심화하라고 지시했
다. 2013 년 8 월에 개최한 전국선전(宣傳)회의부터, 2018 년 8 월까지
5 년간, 특별회의, 좌담회, 개막사 등 다양한 언론 및 방송분야와 관련
된 발언과 지시가 26 개 8 나 있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인민일보사

8

통계자료 출처: http://jhsjk.people.cn/result/?type=110&else=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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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日報社), 신화사(新華社), 중국중앙방송국 등 중국의 주요매체들
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언론매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 중공 선전(宣傳)부, 중공 조직(組織)부, 교육부, 문화부
등 여러 기관들이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의견을 전례 없는 수
량으로 제시했다. 9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인터넷 환경을 강력히 정돈하는 것이다. 이전의 지도자들과
달리 시진핑의 5 년동안 언론매체에 대한 조치는 인터넷이라는 특수성
에 의한 것이다. 2013 년 8 월의 전국선전(宣傳)회의에서 시진핑이 “요
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주류 매체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
보를 얻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그 이후에 군대를 시찰할 때 인터넷
은 신문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관건이고 정돈하면서 충분히 인터넷을

尹韵公，2014，用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知道新闻舆论工作实践
根据中央指示，有关部门如中宣部、中组部、教育部、文化部和中办国办等，先
后制定和出台了一系列问题意识突出、现实指导强烈的文件，如《中共中央关于
繁荣发展社会主义文艺的意见》、
《关于培育和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的意见》
、
《关于实施中华优秀传统文化传承发展工程的意见》、
《关于加快构建中国特色哲
学社会科学的意见》、
《关于加强和改进新形势下高校思想政治工作的意见》等。
针对有的部门意识形态问题比较严重，有关部门除出台上述文件外，还发布了有
利于深化具体工作的文件，如《关于进一步把社会主义核心价值观融入法治建设
的意见》
、《加强高校学生党员发展教育管理服务的通知》
、《加强高校青年教师思
想政治工作的通知》等。为了有力加强党对意识形态工作的领导，中央办公厅专
门下发了《中国共产党党委(党组)落实意识形态工作责任制》等文件…在一届任期
内制定和出台如此多涉及意识形态领域的文件，这在党的历史上是前所未有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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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사회주의를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
안전법 10 과 사이버정보관리규정 11 등 인터넷 정보 제공과 통제에 관련
된 법령을 시행했다. 중국의 첫 번째 인터넷 관련된 법률인 인터넷안
전법이 시행된 이후 해외에서 인터넷 보안 심사제는 “재중 외국기업에
부담이 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을 형성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으켰다.
이런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서 인민망 한국어판에서 특별히 <‘인터넷안
전법’을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 없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
에서 중국의 사이버 안전 문제를 소개하면서 “입법은 국가의 주권 범
위 내 일로 중국은 자국 상황에 근거해 적합한 법률 방안을 선택할 권
리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한, 2015 년 12 월 18 일에 개최한
제 2 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시진핑이 개막연설을 하면서“글로벌 인터
넷 거버넌스 시스템 변혁은 인터넷 주권 존중, 평화와 안전 수호, 개방
과 협력 촉진, 체계적 질서 확립 등 4 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데 있
다고 밝혔다”12. 실제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을 발표하는 사이트
와 웨이보(weibo) 계정, QQ 체팅방, 위쳇(wechat) 채팅 방 등 SNS 에

《网络安全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12
인민망 한국어판 2015 년 12 월 18 일 기사 <시진핑, 인터넷 거버넌스 변혁
4 가지 원칙 고수>
http://kr.people.com.cn/n/2015/1218/c203278-8992621.html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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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제탈퇴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13
두 번째, 사회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
하려는 목적이 항상 있었으나 국내에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부분도 존재한다. 전통 매체의 예를 들으면, 봉황망(鳳凰網)은
그 중의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언론보도의 대표이다. 하지만 사실보도
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빈번한 보도통제를 당했다. 사회언론에 대한 통
제를 보여주는 또 다른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2015 년에 발생한
비푸졘 사건이다. 비푸졘은 중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중국중앙방송국
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였다.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중국 CCTV 의
설 특집방송인 춘완(春晚)의 진행자 역할을 맡았을 정도로 유명 연예
인이었다. 그러나 2015 년 4 월 6 일에 중국의 최대한 최대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인 웨이보에서 비푸졘이 어떤 술자리에서 노래하면서 중공과
마오쩌둥(毛澤東)을 욕설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그 후 4 월 8 일부터
비푸졘이 출연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고 4 월 10 일부터는
비푸졘의 개인정보가 중앙방송국 사이트에서 삭제되었으며 정직 처분
과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다. 14 그가 담

通过开展“净网”、“秋风“、”护苗“等一系列专项整治，剑指散布有害信息的违
法网络平台，依法关闭了一批违法违规网站以及微博账号、QQ 群和微信群组等。
14
BBC2015 년 4 월 10 일 뉴스보도: 中国官媒：“私下场合”也勿忘党的规矩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a/2015/04/150410_bifujian_pa
rty_disciplin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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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예능프로그램은 방송이 중단되다가 5 월 14 일부터 진행자가 바뀐
상태로 다시 방송됐다. 이때부터 비푸졘 관련된 동영상이 중국의 사이
버에서 모두 삭제되었고 본인도 다시 언론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
것이 바로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대표적인 연예인이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 활동이 금지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인숙(2015)도 이 사건은 중국의 언론 통제
실상을 여실히 보려 줄 수 있는 예라고 보고 있다.
세번째, 시진핑 시대에 중국의 언론방송과 문화 분야의 또 다른 특
징은 중국 문화의 수출을 도모하면서도 외래문화의 침투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2014 년 1 월 1 일에 “사회주의 문화강국의 건설과 국
가 소프트파워의 제고”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학습회의가 개최됐다. 회
의 중 시진핑은 “중국몽에 대한 해석이 현대 중국의 핵심가치관과 연
결되야 하고 중국의 특색 가치관을 홍보하고 중화문화의 매력을 전세
계에게 알려주면서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얻
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공산당 기관신문지인 인민일보의
창간일 행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중국을 사이버 강대국으로 만들고 중
공의 지도 아래 언론방송의 발전을 계속 추진하여 해외동포들이 받아
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중화문화를 홍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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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외국문화의 침투를 막으려는 노력은 더
강해졌다. 2015 년에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
局)이 외국영화와 드라마 등의 인터넷 방송 관리에 대한 상세한 통지
를 발표했고 약칭은 한외령(限外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5 이 통지에
의하면 외국드라마와 영화의 상영 수량은 그 해에 상영한 중국 드라마
와 영화 총량의 30% 이하로 한정했다. 또한 방영하고자 하는 드라마
와 영화는 먼저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방영할 수 있
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수입된 외국작품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관과 어긋나지 않은 부분만 수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중국사회주의 문화체제를
보호하고 이걸로 나날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정신적인 요구를 충족시
키는 동시에, 외국문화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외국문화로부터의
침투와 범람을 막고자 하는 노력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문화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순임, 강병환,
2015).
한마디로, 시진핑 시대에는 중국의 방송정책을 긴축하면서 사회언론

15

2015 年 1 月 21 号，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办公厅印发《开展网上境外影视剧
信息申报登记工作的通知》，此份通知的出台是继 2014 年中旬监管风暴的一个后
续动作，通知文件对于诸如境外影视剧的网上申请流程、条件、时间、数量等等
都做了很明确的规定及要求，文件中指出境外剧播出量不得超过网站国产剧播放
总量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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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한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총 197 국 중에 중국의 순위
가 2010 년의 168 에서 2015 년의 176 위로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비판이 이미 오
래 되고 흔한 것이다. 중국이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고 활용해서 사회
주의 가치관과 통치를 유지하는 것을 ‘새장 속에 자유’ 라고 비유하고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시민의 인터넷 활동이 상
호 경쟁하는 곳이라고 한다(이민자, 2013). 정인숙(2015)도 중국중앙
방송 CCTV 채널에서 방송되는 신문롄보(新闻联播)에서 보도시간의 비
교를 통해서 이전의 주석보다는 시진핑의 보도와 관심이 많아졌다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언론자유화와 점
점 멀어지고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결론을 지었다.
여러가지 근거로 시진핑 시대의 언론 통제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더 줄어들고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내용이 더욱더 정부
의 입장을 반영할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중국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언론보도에 나타난 김정은의 이미지는 북중관계의 변화나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관계가 더 밀접해진다고 볼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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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목적
앞서 검토했듯이 국익의 변화에 따라 국제뉴스의 보도가 달라진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시진핑과 김정은 시대에 전례 없는 갈등에 처했
고 또 동북아 정세가 완화되면서 급진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언론에 나타난 김정은 이미지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시진핑 시대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외교안보적 갈등 및
협력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김정은 이미지의 변
화를 밝히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중관계의 변천
과 시진핑-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를 검토하고 중국의 시진핑 시대에
언론의 특징을 정리해본다. 그 다음에는 2013 년부터 2018 년 8 월까지
중국의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사의 뉴스보도를 수집하고 보도양상 분석
과 프레임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급변하는 동북아 정국에서 중국에서
보도된 김정은 이미지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2013 년부터 2018 년까지 시진핑 시기에 중국 언론의
김정은 관련된 보도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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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김정은 관련 보도의 보도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1-2>김정은 관련 보도의 기사유형이 어떤 차이점이 드러났는가?
<1-3>김정은 관련 보도의 보도주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1-4>김정은 관련 보도의 정보원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1-5>김정은 관련 보도의 논조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연구문제 2> 2013 년부터 2018 년까지 시진핑 시기에 언론의 김정
은 이미지 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제 4 절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때 보통 언론의 이념적인 지향성에 따라 뉴스
프레임이 확연한 차이가 난다(김동윤, 이현주, 정연주, 2016)고 알려져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항상 진보, 중립, 보수 진영을 지향하는 신문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중국은 일당 집권하는 사회주의
체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언론매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중국에서 정치 지향성이 서로 다른 언론이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중국의 공식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신문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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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신화통신사(新華通訊社, 약칭 신화사)와 인
민일보(人民日報)를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948 년에 창간된 일간지이고 1949 년 여름
부터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로 등록되었다. 인민일보는 특수한 정치성
을 띄고 있고 따라서 항상 중국 공산당의 주장과 태도를 대내외로 표
해 왔다. 기사 내용도 이와 비슷하게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 중국 공산
당의 정책 홍보에 대한 내용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
으로 항상 중국의 언론보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제일 선호되는 신문지
가 되었다.
반면에 신화사(新華社)는 중국 국무원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 현재
중국의 공식 통신사로서 주로 중국의 소식을 전세계로 전파하면서 국
제뉴스를 중국으로 보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중국 사람의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징을 감안했을 때 인
민일보와 신화사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하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신문보도에 대한 분석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8 년 8 월 31 일까
지로 두 신문사 동일하게 한정하였다. 2011 년 12 월 17 일에 김정일이
사망한 후 김정은이 2011 년 12 월 30 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시진핑은 2012 년 11 월 15 일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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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18 기 1 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임명되면서 시
진핑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 해 11 월 29 일에 시진핑이 처음으로 “중
국몽(中國夢)”이라는 이념을 제시했고 2013 년부터 그와 관련된 정책
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자료수집 기간은 시진핑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2013 년부터로 선정했으며 이 때부
터 자료수집 기간 내에 김정은 보도를 연도별로 검색하고 분석했다.
인민일보의

기사

내용은

인민일보

홈페이지인

인민망(人民網)

(www.people.com.cn)를 통해서, 신화사의 기사내용은 신화사 홈페이
지인 신화망(新華網) (www.xinhuanet.com)를 통해서 검색했다. 또한,
시간이 오래된 보도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공식 사이트와
중국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www.baidu.com)를 같이 활용했다. 검색
어는 동일하게 “金正恩”
，
“朝鲜+金正恩”으로 설정했다. 1 차 수집된
보도를 다시 검토하고 실제로 김정은 이미지와 연관되는 보도만 활용
하였으며 연관되지 않는 보도는 배제했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보도는 인민일보의 총 185 건, 신화사의 총 401 건이다.
(2) 보도양상 분석
중국 언론의 김정은 보도에 대한 보도양상에 대하여 먼저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프레임 분석을 진행했다. 보도양상 부분에서는 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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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 기사유형, 정보원, 보도주제, 보도 논조 등 5 가지 유목으로 분석
하고 프레임 분석에서 귀납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추출했다.
보도양상 분석은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분석 유목을 통해서 진
행했다.
① 보도량
보도량은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보
도된 기사의 수량을 나타내며(류석진, 조희정, 2015), 해당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미디어 관심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보도
량은 분석대상에 대한 시간별로 관심도의 변화를 제일 직관적으로 관
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이슈나 보도대상에
대해 보도량이 워낙 많으면 해당 언론이 그 사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관심이 없거나 관계가 악화되면 관련
보도의 수량이 적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익의 변화에 따라 중국
정부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중국 언론의 김정은 보도량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② 보도주제
보도주제는 보도내용이 속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한 인물에 대한
보도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는 인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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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므로 보도주제는 보도양상 분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김정은 보도를 주로 북핵/미사일, 북중관계, 외교, 정치, 국방
군사, 경제, 사회/문화, 기타 8 개 분류를 설정했으며 상세한 분류 기준
은 다음과 같다.
북핵/미사일 발사: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관련된 활동(핵실험, 핵 발
언,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보도
북중관계: 주로 김정은의 중국과 관련된 활동(중국방문, 중국대표단
대접, 북중 우호관계 발언 등)에 대한 보도
외교: 주로 김정은의 외교활동 및 북한과 다른 국가 간의 관계와 관
련된 보도
정치: 주로 김정은의 정치활동(정치회의, 정책발표, 공식발언 등)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는 활동(정치이념 홍보, 巩固权力措施 등)과 관
련된 보도
국방군사: 주로 김정은 군사와 관련된 활동(군대와 부속시설 시찰,
열병식 등)과 관련된 보도
경제: 주로 김정은이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공장시찰, 경제추진정책 등)과 관련된 보도
사회/문화: 주로 김정은의 문화와 체육활동(공연관람, 제육대회참석
등)과 관련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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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로 김정은 개인적인 취미생활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나 위와 같은 분류에 속하지 않은 보도

③ 기사유형
뉴스보도는 여러가지 기사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해설,
사설, 컬럼/논단, 기획/연재, 인터뷰, 스케치, 합의문 전문 또는 요약문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눠져 있다(설원태, 2011). 어떤 사건에 대해 보도
된 기사유형이 다양할수록 이 사건에 대해 관심도가 높고 중요성을 보
여준다는 뜻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사유형은 김정은
에 대해 관심도와 중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분석 유목으로 사용되었
다.
<표 3> 분석대상 기사유형
유형
스트레이트

내용
속보를 비롯한 분량이 짧고 간결하게 사실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
사실보도를 기반하여 해설이나 특정한 일

해설/분석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둬서 해독하는 내용이
있는 보도

사설
칼럼/논단
기획/특집
인터뷰

사실보도를 기반하여 신문사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보도
신문사 에디터나 기자나 교수, 전문가 등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
어떤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자료수집이나
특별한 편집으로 된 보도
관련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으로 주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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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보도
기타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보도

④ 정보원
정보원은 뉴스 프레임의 형성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소라는 점을 이창호(2004)가 다양한 언론들이 같은 사건에 대한 보도
를 분석하는 논문에서 밝힌 바가 있다. 뉴욕 타임스, 중동 타임스 등
언론이 이라크 전쟁에 대해 보도할 때 뉴욕 타임스가 미국의 정보원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중동 타임스와 아랍뉴스가 아랍의 정보원을 많
이 활용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들이 각자의 국가 이익을 반영하는
보도를 했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는 국익이 서로 다른 나라들이 같은 사건에 대해 상이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기별로 김정은 보도
에서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면서 그 시기에 김정은과 북
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국가이익을 반영하는지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본고에서 정보원을 주로 국
가별로 구분했으며 그리고 이것을 언론과 공식적인 정부기관으로 나눴
다.
<표 4 분석대상 정보원>
국가

정보원구분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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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국의 신문지, 인터넷 뉴
스, 신문방송 등

정부기관

중국외교부, 주조선 중국
대사관 등

언론

조선중앙통신사, 로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죤 등

정부기관

북한 노동당 등

언론

중국과 북한 제외한 기타
국가의 언론매체

정부기관

중국과 북한 제외한 기타
국가의 외교부, 대사관, 정
부발언 등

중국

북한

기타국가

기타

소식통이나 익명 정보원 등 언론사와 정부기관
에 속하지 않은 정보제공자

⑤보도의 논조
신문기사에 나타난 논조는 보통 긍정적, 부정적, 중립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도 김정은 보도의 논조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3 가지로 분류해서 분석했다. 분류는 기사의 제목이나 보도 내용에 전
체적인 태도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려해서 했다.
김정은에 대해 직접 찬양하거나 그의 유익한 성과를 보도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정은에 대하여 명확히 찬양하는 문장이
없으나 그의 우호적인 행동을 강조하면 긍정적으로 분류했다. 이와 반
대로 김정은에 대해 직접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김정은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으나 핵실험을 비
롯한 그의 위협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도할 때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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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했다. 긍정적과 부정적인 태도가 안 보이거나 혼합되면 중립적인
논조로 분류하였다.
(3) 이미지 프레임 분석
뉴스 내용은 여러가지 프레임 구성요소에 의해서 구성된다(설원태,
2011). 프레이밍 장치나 추론장치를 추적하거나 키워드와 문구 등을
추적해 프레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Entman, 1993). 따라서 기존
의 뉴스내용을 갖고 이들 구성요소를 찾아내면서 뉴스프레임을 추출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즉, 뉴스프레임 추출작업은 개별 기사의 제목이
나 도입부 등을 추적해 가면서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
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프레임 연구에서 주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두가지가 있
다. 연역적 방법은 분석에 사용할 프레임을 미리 정의하고 접근하는
것이고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프레임이 누락될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개별 뉴스를 분석할 때 모든 가능한 프레임을 포함시
키기 위해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양정혜,2001).
예를 들어, 최종환, 하진홍(2016)은 통일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했을 때
“자료에 나타난 주장, 의견 등을 종합해 일반 명제로 확립하는 귀납
적 방법을 활용해” 민족주의, 실리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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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통일이슈 보도 프레임을 도출했다. 또한, 임순미(2012)는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보도 양태를 통해서 단계별로 안철수의 이미지 프레임
을 분석했을 귀납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안철수 보도 프레임을 추출
했다.
귀납적인 방법은 각 프레임을 느슨하게 정의한 후에 실제 사례를 분
석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프레임을 추출하는 방법이다(강내원,2004).
귀납적인 프레임 추출법은 가능한 모든 프레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은 제일 장점이다.
김정은 보도의 김정은 이미지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아무래도 귀납적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
어서 원용할 많나 적절한 프레임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레임 연구는 갈등문제를 놓고 연구를 해왔다. 하지만 본문
에서 북중관계에서 공조적 관계와 갈등적 관계가 병존했던 시기에 김
정은 이미지 프레임의 변화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연역
프레임을 사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귀납적 방법
을 사용하여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을 추출할 것이다.
김정은에 대해 보도할 때 일부분 정보를 선정하고 반복적인 표현이
나 강조를 통해서 김정은의 특정한 방면을 부각하는 것으로 김정은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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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감정을 표하지 않은 중립적인 기사
를 배제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논조를 드러낸 보도 219 건을 대
상으로, 제목, 서브헤드, 내용 등을 추적해서 아래와 6 가지 이미지 프
레임을 추출했다.
<표 5>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과 프레임 정의
구분

이미지프레임

최고지도자

긍정적
이미지
프레임
개혁 추진자

애민지도자

내용
➢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최고의
관리를 보유하고 커다란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
➢ 북한 인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
는 지도자고 인민의 인정과 지
지를 받고 있다.
➢ 통치 아래 북한정권이 안정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다.
키워드: 최고지도자, 국방위원장, 외
국방문, 체제 안정 등
➢ 김정은은 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예전 지도자보다 더 열
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 외국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과학기술 발전을 도
모한다.
➢ 사회개혁, 특히 경제개혁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번영을
도모한다.
키워드: 경제개혁, 경제발전, 현대화,
국제화 등
➢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지를
가지고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다.
➢ 인민 생활에 관심이 일반인과
친절하게 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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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독재자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

무능한 통치자

무력 도발자

인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
해서 여러가지 민생 정책을 제
시한다.
키워드: 민생건설, 민간시찰, 인민생
활개선 등
➢ 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각 사회분야를 통제하고 지
배한다.
➢ 인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압하고
국가충성과 숭배의 사상을 광범
위 홍보한다.
➢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
민의 권력을 훼손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키워드: 인권침해, 권력두쟁, 인사조
정, 사상교육 등
➢ 젊고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이고
정책이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한
다.
➢ 북한체제가 붕괴할 위험이 보인
다.
키워드: 김일성 모방, 정치체제 불안
정 등
➢ 국제사회 질서와 규범을 위반하
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
행한다.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과 발언을
한다.
➢ 무력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
는 행동과 발언을 한다.
키워드: 핵실험, 미사일, 로켓 발사,
공격, 도발, 안전위협 등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6 가지 이미지 프레임 중에 긍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은 최고지도자, 개혁추진자, 애민지도자 3 가지로, 부정적인 이미
35

지 프레임은 정치독재자, 무능한 통치자, 무력도발자 3 가지로 구성되
어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최고의 통
치력을 발휘하여 북한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거나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
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거나, 또한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미지
는 최고지도자 이미지에 속한다.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기술과 과학 발
전을 추구하고 현대화 건설을 통해서 인민 생활 개선을 도모하거나 전
례 없는 개방적인 행동을 하는 이미지는 개혁추진자의 속한다. 인민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주거나 일반인과 거리감이 없이 친절하게 대화하
는 행동으로 인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김정은 이미지는 애민
지도자에 속한다. 이와는 반대로,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인권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사회를 엄밀하게 통제하면서 정치사상
을 강제로 홍보하는 모습은 정치독재자로 귀납된다. 또한, 김정은이 경
험과 능력이 부족하므로 북한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할 때
는 무능한 통치자 이미지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세계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적인 도발 행위를
하는 모습은 무력도발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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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국제뉴스와 국가이익에 대한 이해
국제 사건에 대한 보도로서 국제뉴스는 한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 외
에 다른 나라 및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창이다.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국제사건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뉴스보도는 사람들이 국
제사회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전달자의 역할을 담
당하는 국제뉴스는 양방향의 전달이다(김동윤, 2016). 즉, 국제뉴스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고 다른 국가의
이미지도 국내로 수용하면서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뉴스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시기에 당사자인 국가들이 같은 사
건에 대한 보도 양상의 비교연구에 집중하고 주로 입장이 다른 국가의
언론이 뉴스프레임, 정보원, 보도태도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내는 차이
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민규와 육은희(2014)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가 어떤 형식과 프레임으로 보도
하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2008 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티베트 3·14 사
태에 대해 곽위위과 유홍식(2011)이 한국과 중국의 일간지의 보도 양
상과 뉴스프레임을 비교했고 서로 뉴스 정보원, 내용적 프레임 등 차
이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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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국가이익을 특정한 지배계
급이나 정권의 이익으로 변질시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김성해,
2008).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가이익과 계급이익이나 정권이익의 개념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광재, 1986). 쉽게 이해하면 국가이익은 일
정 지역에서 생활하는 공민집단의 기본권리에 대한 보장과 이 단체의
안보, 질서, 정의, 복지 등을 유기하기 위해서 형성된 단체의 이익이다.
다시 말해, “자국민을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국의 통화가치
를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 및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
는 것으로 형성된 집단이익은 국가이익의 실제라는 것이다(이장한, 김
승현, 최현철, 2007). 국가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라는 기관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나 정부는 아무래
도 소수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특성으로 볼 때 정부이익과 모든 단
체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국가이익이 상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
담론은 자유민주주의의 상황에서 토론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은 사
회주의 일당체제라는 특수한 정치체제 안에 국가의 모든 정부나 정부
기관이 무조건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
국의 경우는 국가이익과 정부이익이 동일하게 취급해도 무방하다.
언론은 국가의 존재라는 조건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존
재해야 언론이 존재할 수 있고 언론이 국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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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광재, 1986). 따라서 언론보도가 국가이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국가이익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 국가이익이 언론보도
의 진실성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광재(1986)가 이에
대해 분석하고 제시한 예시가 있다. 1985 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보잉
비행기 추락 사건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사고 원인이 항공기 자체의
결함이라고 보도하는 반면에 미국은 보잉 회사 제품이 우수하나 정비
불량으로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듯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국
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내세우면서 다소
다르거나 심지어 정반대로 보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국가이익이 언론보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국가이익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특
정한 시기와 상황에서는 언론보도가 국가이익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연구결과가 기존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환, 김성해,
이현주(2015)는 전시작전권의 사례를 들어서 언론의 정파성과 국가이
익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여러 언론의 태
도를 정리한 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시기별로 프레임
분석을 진행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언론이 객관적 중재자가 아니
고 주관적인 개입자로 국가이익에 참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
성해(2008)는 미국의 국제통화체제 위기에 관련된 보도를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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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미국의 엘리트 언론들이 어떤 국가이익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략
적으로 보도를 택하고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했음을 밝힌 바가 있다.
구체적으로 (탈)의제화, 틀 짓기, 전문의견의 선택과 활용 등 다양한
담론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발휘
한다고 했다.
오랫동안 밀접하게 발전해온 북중관계가 김정은과 시진핑 정권이 출
범한 후에 새로운 갈등과 도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변화에 처해져 왔
다.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이 중국이 북한 뉴스를 보도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중국의 언론매체에 나타
난 김정은 이미지가 양국의 외교정책과 관계변화에 따라 차이가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 2 절 국가정상 뉴스보도의 정치적인 의미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이므로 먼저 이 부분에서 국가정상에 대한 뉴스보도의 정치적인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가 국제 보도의 일부분으로서 거의 매일 있고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언론사에게 국가정상의 보도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국가정상은 한 국가의 지도자이자 책임자이니까 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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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일행이 다 뉴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한국 언론
사가 전 대통령 이명박(2008-2013)이 서울의 어떤 시장에서 떡볶이
를 먹는 장면에 대해 보도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명박이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최고 친절한 대통령”이라는 사회 여론의
화제를 일으켰다(张有利，2015). 이런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의 이미지
를 부각시킨 것이다.
이처럼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는 보도대상 본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정상의 이미지는 항상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상의 발언이나 행동 등은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국가정상의 행동을 통해서 해당국가의 정치, 정책 등
측면의 변화와 동향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북한처럼 개방
된 정도가 매우 낮은 국가에서 국가정상의 활동은 그 국가의 상황을
추측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이 김정은의 정치 활동을 분석하여 북한 정치상황을 해석하는 보도가
흔히 보인다16.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정치활동을 할 때 같이 등장하는
인사와 김정은을 수행하는 기회가 북한 정권에서 가지는 중요성 의미
를 분석하고 활동 횟수를 항상 승진과 강등의 기준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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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4 년 7 월 8 일 뉴스 <北 김일성 추모대회 주석단으로 본 '권
력서열' 변화> URL:
www.yna.co.kr/view/AKR2014070816640001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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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히 김정은 집권 초기 외부매체들이 북한 정권 붕괴의 가능성
에 대한 추측과 토론도 김정은의 활동 횟수 등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김정은이 사라진 지 40 일 후에 다시 활동을 재개했을 때 2014 년 10
월 14 일에 노동신문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도가 나왔고 중국 신경보에
서 이것에 대해서 발표한 사설이 있었다 17 . 글에서 김정은이 사라진
40 일 동안 북한 내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외부 무슨 논란이 있었는
지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했다.
노이슈타트(Neustadt,1960)는 지도자의 권력은 설득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지도자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고자 사용되는
전통적인 수단은 언론매체이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도자의 이념과
정책을 알게 되면서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 국민들이 지도
자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언론을 통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뉴스보도가
정치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있다. 뉴스보도는 정치환
경을 보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정치환경이다(Graber, 2002). 사
람들이 직접적으로 정치환경, 특히 국제정치는 접촉하기 매우 어려워
서 대부분 일반인들이 뉴스보도를 정치 이슈를 파악하는 의근으로 활
용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보도에서 묘사되는 정치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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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网 2014 年 10 月 15 日报道 新京报：金正恩露面，谣言能否止于“归
来”URL：opinion.people.com.cn/n/2014/1015/c1003-258379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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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다. 같은 맥락으로, 대중에게 뉴스보도에서 나타난 정치인의 이
미지는 정치인 본인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제 3 절 뉴스프레임에 대한 이해
프레임 이론에 대한 연구는 20 세기 70 년대 고프먼(Goffman,1974),
터크먼(Tuchman,1978), 기틀린(Gitlin,1980)을 비롯한 학자들로부터
시작했다. 80 년대부터 프레임 이론이 점차 뉴스분석에 적용되기 시작
했다. 여태까지 뉴스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으나 뉴스프레
임의 정의, 방법, 효과 등에 대한 체계화된 개념이 없다. 뉴스프레임을
쉽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드러난 프레임의
개념을 알아봤다.
유명한 사회학자 고프먼(Erving Goffman)이 1974 년에 처음으로
프레임이론을 제시했다. “사람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
에서 프레임을 의지하고 프레임은 사람이 주변 환경의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것

(Goffman,1974)”이라고 했다. 쉽게 말하자면, 프레임은 개인이 사건
에 대한 “해석의 도식”이고 이런 도식을 통해서 개인이 사회사건과 정
보를 확인하고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프레임은 사람이 객관세
계를 주관인식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고프먼의 프레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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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터크먼

(Tuchman,1978)은 언론 분석에서 프레임을 인용한 대표적인 학자이
다. 그는 언론사를 창틀로 비유하고 창틀의 모양, 크기, 위치 등 요소
가 보이는 풍경에 영향을 미치듯이 언론사가 현실에 대한 취재, 가공,
편집 등 과정에서 구성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해준다고 봤다.
터크먼에 의해 도입된 뉴스프레임 개념을 원용해 뉴스 분석 작업에
활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기틀린이었다. 기틀린(Gitlin,1980)은 프레임
이 언론인이 엄청난 수량의 정보를 조작하고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
게 해주는 도구라고 정의했다. 그 다음으로 엔트먼(Entman,1991)이
비슷한 맥락에서 프레임을 설명했다. “프레임은 현실의 어떤 면을 선
택하여 더 부각시키는 반면, 다른 면을 무시하는 것으로 수용자가 현
실과 사건에 대한 특정한 방향의 해독을 유도하는 것(Entman,1993)”
이라고 말했다.
프레임 이론이 언론에서 활용될 때 프레임은 신문보도의 특정 측면
에 집중하고 수용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다른 시각과 멀어지게 하여 대중이 사건이나 사회이슈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형성하는데 선호적인 이해(preferred reading)를 제공하는 것
이다(Cohen’s, 1963). Altheide(2002)는 프레임을 “그림을 벽과 다
른 것에서 분리하게 하는 사진 주변의 있는 경계” 라고 했다.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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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고자가 복잡한 사건의 흐름을 더 간단화 시키고 우선순위를 부여
하고 구조화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Norris,1995).
갬슨(Gamson,1989)이 주장한 듯이, 뉴스프레임은 대중의 의제
(agenda)에서 무엇이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제시한다. 미디어가 일정
한 기준과 관점을 토대로 재구성한 현실이 대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뉴스보도를 생산하는 과정에
서 언론인들이 “인지된 현실의 일정한 관점을 발전하여 수용자들의 눈
에 띄게” 하는 것이다(Entman,1993).
위의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각자 얻은 정보를 토대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과 교류하고 사회를 인식하며 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사실과 인식의 차
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프레임(frame)이란 사람들이 접속한 정보
를 종합하여 이를 통해서 인지적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레임은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
작동하는 가이드라인이다(이동훈, 김원용, 2012).
뉴스프레임의 형성은 여러 요소들이 작동하는 결과이다. 이를 이해
하기 위해 뉴스프레임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소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Gamson&Modigliani(1989)에 의하면 뉴스프레임은 “프레이밍 장
치(framing devices)와 추론장치(reasoning devices)”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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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 장치는 은유(metaphors), 비교대상(exemplars), 경구적 문
구(catch phrases), 묘사(depictions), 비주얼 이미지(visual images)
등

5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추론장치는

근원(roots),

결과

(consequences), 원칙에 대한 호소(appeals to principles) 등 3 가지
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hoemaker&Reese(1996)은 언론인(media workers), 언론
일상(media routines), 언론집단(organizational influences), 언론의
외부환경(outside of media organization), 이데올로기(the influence
of ideology)등 프레이밍에 영향을 주는 요소 5 가지를 제시했다. 뉴스
프레이밍은 언론사 내부의 이데올로기(편집방향, 방식, 규칙 등)의 영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 외부의 정치환경(국가의 정치체제, 민
주화 수준 등) 및 국제관계 등의 영향도 받는다.
이외에 사회문화도 뉴스 프레이밍에 대해 영향을 준다(설원태,
2011). “뉴스프레임은 바로 사회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뉴스프레
임에 대해 연구할 때 충분히 문화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다(Van Gorp, 2007).
위에서 주장했듯이 뉴스프레임은 간단한 구성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
들이 함께 작동한 결과이다. 뉴스프레임에 대한 분석은 한 사회의 정
치와 문화 상태와 변화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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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연구의 중요한 의미다.
뉴스프레임 연구는 주로 뉴스 보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언론사의
정치적인 경향이나 정치한경의 요소를 고려하고 특정한 사회이슈의 보
도 특징을 알아보는 것을 주위로 많이 진행됐다. 예를 들어, 최종환,
하진홍(2016)은 프레임이론을 통해서 김대중과 박근혜 정부시기 보수
언론과 진보언론의 통일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통일이슈
에 대한 모든 시기에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모든 주제에 대해 서로
상이한 뉴스프레임이 나타났다.

제 4 장 보도양상 분석 결과 및 프레임 분석결과
김정은 뉴스보도의 보도양상을 보도량, 보도주제, 기사유형, 정보원,
논조 등 5 가지 유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또한 김정은
의 이미지 프레임이 시진핑 집권 시기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 다음으로 제시했다.

제1절

보도양상 분석 결과

(1) 보도량
자료를 수집한 결과, 분석기간(2013 년부터 2018 년 8 월까지)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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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김정은 관련보도 수량은 총 401 건, 인민일보의 경우는 총 185
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도의 수량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신화사와 인민일보 보도량
단위: 건

언론사
연도
신화사

인민일보

2013

43

10.7%

34

18.4%

2014

97

24.2%

62

33.5%

2015

147

36.7%

50

27.0%

2016

50

12.5%

6

3.2%

2017

19

4.7%

6

3.2%

2018.01~08 월

45

11.2%

27

14.6%

합계

401

100%

185

100%

표에서 보이듯이 신화사의 보도량이 인민일보보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두 언론사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급했듯이 신화사는 중국의 공식통신사로서 주로 중국
을 세계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제뉴스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더 크게 차지한다. 반면에,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의 기관지
로서 주로 정부의 소리를 전달하고 국내 정책 분석에 심혈을 기울인다.
따라서 국제뉴스에 대한 보도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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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신화사 보도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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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인민일보 보도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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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과 <그림 3-2>에서 보이듯이 두 언론사가 연도별로 김
정은에 대한 보도량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2013 년과 비교하여 2014 년과 2015 년에 보도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화사의 경우 이 시기에 보도량이 지속적으로 대
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3 년초는 시진핑이 등장한지 얼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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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점으로 이 시기에 북한은 3 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나 앞서 분석했
듯이 집권초기에는 북한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전통을 이어왔다.
3 차핵실험을 강행한 후였지만 핵실험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보이지
않고 공식적인 성명에서도 전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심지어 핵실험
이후 2 달만에 북한특사 최룡해가 한반도 정세라는 의제로 중국을 방
문했는데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2015 년도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을 더
진행하지 않아 한반도 정세가 잠시의 안정을 되찾았고 중국과 북한의
사이도 친밀하게 유지되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신화사와 인민일보가
김정은에 대한 보도 수량이 높아지는 것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언론사의 김정은에 관한 보도가 동일하게 하락한 시기는 2016 년,
2017 년이었다. 특히 인민망의 경우 이전과 비교하여 보도량이 큰 폭
으로 하락하였고 대폭 하락으로 인민망의 보도량이 6 건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는 바로 북한이 중국의 권고와 6 자회담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무시하고 연속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던 때였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
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양
국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언론은 김정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하락하였고 이는 보도량에도 영향을 주었다.
2018 년들어 한반도 정세가 갑작스러운 진전으로 인하여 이전과 달
리 경색된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었고 최근 8 월까지 자료를 수집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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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도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보도 주제
이어서 김정은에 관한 보도를 언론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
는지에 대하여 변화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 <표 4-2> 및 <표
4-3>와 같다.
<표 4-2> 신화사 분석대상 보도주제
단위: 건/ %
주제

북핵/
미사일

연도

발사

북중관
계

외교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군사

기타

합계

1

1

2

16

2

7

4

10

43

2.3

2.3

4.7

37

4.7

16.3

9.3

23.3

100

5

0

1

15

14

30

21

11

97

5.2

0.0

1

15.5

14.4

30.9

21.6

11.3

100

2

5

13

32

34

19

24

18

147

1.4

3.4

8.8

21.8

23.1

12.9

16.3

12.2

100

15

0

1

12

5

4

12

1

50

30

0.0

2

24

10

8

24

2

100

3

0

2

4

0

2

7

1

19

15.8

0.0

10.5

21.1

0.0

10.5

36.8

5.3

100

2

10

6

18

5

2

2

0

45

4.4

22.2

13.3

40

11.1

4.4

4.4

0.0

100

28

16

25

97

60

64

70

41

401

7.0

4.0

6.2

24.2

15.0

16.0

17.5

10.2

1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먼저 신화사의 보도 주제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3 년
에서 2018 년 8 월까지 김정은에 대한 전체보도건수 401 건 중“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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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건, 24.2%)에 관련된 주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 시기동
안 정치에 관한 주제가 늘 세번째 이내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다음
“국방군사”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가 17.5%의 비율로 뒤를 이었다.
이런 결과는 김정은이라는 정치인물에 대한 인식은 그가 처해 있는 정
치상황과 그의 군사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16.0%), “경제”(15.0%), “기타”(10.2%)등 정
치외교나 안보적인 갈등에 벗어난 주제는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
것은 바로 신화사가 김정은에 대한 보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
고 그만큼 다방면에 관심도와 중요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로 추적해 보면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김정은 보도가 주
제별로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정치, 경제, 국방군사, 사화문화 등 주
제들이 보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북핵/미사일발사, 북중관계, 외교
등 주제들이 소수 부분을 점하면서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16 년과 2017 년을 살펴보면 보도량은 크게 줄었지만 이와
동시에 보도주제에 대한 비중에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 국방군사 주제
가 정치분야를 대체하여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북핵/
미사일발사에 대한 보도의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이와 반대로 북중관
계, 경제 등과 관련된 주제는 보도량이 감소하거나 아예 보도되지 않
았다. 이것은 바로 이 시기에 북핵을 비롯한 군사 안보 이슈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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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간에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국면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핵실험
을 연속으로 2 번 실시한 2016 년도에 “북핵/비사일 발사”주제의 비
율이 30%로 상승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2018 년도에 접어들어서 북
한의 핵포기와 남북 관계 개선의 영향으로 신화사의 김정은 보도의 주
제도 다시 다양해지고 이때는 주로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가 많이 이루
어지므로 정치주제가 큰 비중을 점한 특징이 보인다.

<표 4-3> 인민일보 분석대상 보도주제
단위: 건/ %
주제

북핵/
미사일

연도

발사

북중관
계

외교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군사

기타

합계

0

4

4

4

6

8

4

4

34

0

11.8

11.8

11.8

17.6

23.5

11.8

11.8

100

4

0

3

16

4

7

17

11

62

6.5

0

4.8

25.8

6.5

11.3

27.4

17.7

100

2

3

2

14

5

9

12

3

50

4

6

4

28

10

18

24

6

100

2

0

0

0

1

1

2

0

6

33.3

0

0

0

16.7

16.7

33.3

0

100

1

0

0

2

0

1

2

0

6

16.7

0

0

33.3

0

16.7

33.3

0

100

1

10

2

6

7

0

1

0

27

3.7

37.0

7.4

22.2

25.9

0

3.7

0

100

10

17

11

42

23

26

38

18

185

5.4

9.2

5.9

22.7

12.4

14.1

20.5

9.7

1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이어서 인민일보의 김정은 보도 주제를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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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정치”(22.7%)주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방군사”(20.5%)주제는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 결과
는 인민일보가 김정은이 정치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면
서도 그의 군사활동에 대해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
회/문화”(14.1%), “경제”(12.4%)주제에 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관
심을 보여줬다.
또한, 연도별로 결과를 분석할 때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핵/미사일발
사” 와 “국방군사” 주제의 보도비중이 2016 년과 2017 년에 크게 상
승했다는 점이다. 2016 년과 2017 년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가장 대
립을 이루었던 시기인 관계로 전체적인 보도의 수는 앞선 시기와 비교
하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비중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반면 “북중관계”, “외교”, 그리고 김정은의 개
인생활과 가정생활 등을 포함한 “기타” 주제는 “0%”로 감소하였다
는 것은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보도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서 두 개 언론사의 공동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정치” 와 “국방군사” 주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
지했다. 그 다음으로 연도별로 볼 때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는 모든
주제에 관하여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균형적으로 보도했으나, 201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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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7 년까지 두 언론사의 보도 주제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다.
“북핵/미사일발사” 와 ”국방군사” 주제에 대한 보도비중이 급상승을
보인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이를 벗어난 사회문화, 경제 등 주제에 관
해서는 적은 비율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두 언론사 모두 2018 년에
동북아 정세의 긴장감 완화로 김정은에 대해 전보다 다양한 주제로 보
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사유형
언론사 별로 김정은 보도의 기사유형을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는 아
래 <표 4-4> 및 <표 4-5>와 같다.
<표 4-4> 신화사 분석대상 기사유형
단위: 건/ %
기사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스트레이

4

21

19

7

5

10

66

트

(9.3)

(21.6)

(12.9)

(14)

(26.3)

(22.2)

(16.5)

해설/분

28

71

109

37

12

26

283

석

(65.1)

(73.2)

(74.1)

(74.0)

(63.2)

(57.8)

(70.6)

3

0

2

2

0

3

10

(7.0)

(0.0)

(1.4)

(4.0)

(0.0)

(6.7)

(2.5)

칼럼/논

4

3

9

4

2

2

24

단

(9.3)

(3.1)

(6.1)

(8.0)

(10.5)

(4.4)

(6.0)

기획/연

3

1

8

0

0

4

16

재

(7.0)

(1.0)

(5.4)

(0.0)

(0.0)

(8.9)

(4.0)

1

1

0

0

0

0

2

(2.3)

(1.0)

(0.0)

(0.0)

(0.0)

(0.0)

(0.5)

사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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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3

97

147

50

19

45

4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에서 나타났듯이, 전체적으로 신화사의 김정은 보도에서 “해설/분
석”(70.6%)기사가 2 위인 “스트레이트”(16.5%)기사의 4 배로 압도
적인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 언론사가 김정은을 보도할 때
사실 전달만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수용자가 김정은 이미지를 인
식하는데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평가한 글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용
자가 김정은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더 선호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국가 정상인 김정은이라는 인
물에 대한 보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스
트레이트” 와 “해설/분석” 유형 이외의 다른 기사유형들은 매우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4-5> 인민일보 분석대상 기사유형
단위: 건/ %
기사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스트레이

8

5

15

1

0

5

34

트

(23.5)

(8.1)

(30)

(16.7)

(0.0)

(18.5)

(18.4)

23

45

31

4

6

16

125

(67.6)

(72.6)

(62)

(66.7)

(100)

(59.3)

(67.6)

1

2

0

1

0

1

5

(2.9)

(3.2)

(0.0)

(16.7)

(0.0)

(3.7)

(2.7)

2

9

0

0

0

2

13

(5.9)

(14.5)

(0.0)

(0.0)

(0.0)

(7.4)

(7.0)

해설/분석

사설

칼럼/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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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인터뷰

합계

0

1

3

0

0

3

7

(0.0)

(1.6)

(6.0)

(0.0)

(0.0)

(11.1)

(3.8)

0

0

1

0

0

0

1

(0.0)

(0.0)

(2.0)

(0.0)

(0.0)

(0.0)

(0.5)

34

62

50

6

6

27

18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인민일보의 기사유형은 신화사와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해설과 분석”
（67.6%）에 집중하고 있다. 그 외에 “스트레이트”
（18.4%）와 “칼
럼/논단”(7.0%)유형의 경우 신화사보다는 높은 부분을 차지하나 나머
지 “사설”(2.7%)와 “기획/연재”(3.8%) 등 유형들은 신화사와 비슷
하게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김정은 보도의 기사유형이 매우 단조
롭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2016 년과 2017 년 사이에 다른 시기보다
더욱더 보도의 기사유형의 비중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3 장에서 언급했듯이 기사유형은 보도대상에 대한 관심도를 반
영하는 것이며 매우 관심이 많은 보도대상에 대해 여러가지 다양한 형
태의 기사를 다루는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국익
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보도대상에 대해 단조롭고 가벼운 보도로 다룬
다. 여기서 분석했듯이 두 언론사의 공동 특징으로 김정은 보도의 기
사유형이 풍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거의 해설기사와 스트레이트
기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해설/분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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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형에 속한 보도는 내용에 대해 주관적인 분석이 거의 안 보이고
주로 사실보도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특정 내용에 대해 강조
하거나 다른 국가의 평가와 분석을 빌려서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형식
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2 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신화사는 2017 년 5 월 10 일 <김정은 장애군인의 생활과 직장을 보
장하라고 지시> 라는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사 10 일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평양에 있는 국공장을 시찰했을 때 장애군인의 생활
과 직장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
김정은이 장애군인은 국가의 영광이고 장애군인을 챙겨주고
불편함이 없이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노동당의 의무와 본
분이라고 했다.
……
유엔 인권 이사회 장애인 권리 특별 보고자 Catalina
Aguilar 은 최근 10 년동안 북한이 장애인 권리 보장하는데 고
무적인 진전을 취득했다고 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차원의 성과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하기 보다
는 유엔의 평가를 빌려서 김정은이 인권 보장에 대해 유엔의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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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을 수용자에게 보여주면서 간접적으로 김정은의 긍적적인 이미
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신화사가 2015 년 7 월 29 일 <김정은 청봉악단 창단, 이설주 직
무가 주목을 이끌었다> 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사 28 일 보도에를 의하면 북한 최고지도자 김
정은이 최근에 청봉악단을 창단했다. 이 악단은 금관악기 위주
의 경음악단이다.
또한,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모란봉악단을 창단했다. ……
이 보도에 의하면,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이 혁명예술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민중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북한에
서 청봉악단을 소개할 때도“혁명예술단”이라고 한다고 했다.
김정은 와이프인 이설주가 악단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할지
는 주목할 만한다. 만수대예술단 출신인 고영희가 직접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을 운영한 것처럼 이설주가 모란봉
악단과 청봉악단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처럼 북한 청봉악단의 창립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한 말이 없지
만 한국의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심지어 “선동(煽動)”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이를 표현하면서 김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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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정치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전달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
했다.
이와 같은 해설 기사는 주관적으로 태도를 부여하고 분석하는 것보
다 사실보도 위주로 보도하면서 다른 매체의 분석과 관점을 빌려와서
보도하는 특징이 보인다. 이렇게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
운 태도로 보도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북한과 관련하여 처해 있는
난감한 입장 때문이다. 한편에는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 때문에 오랫
동안 중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력제제보다 대화의 자세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표해왔고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항상 받았다.
이를 고려해서 중국이 김정은에 관한 보도를 할 때 긍정적인 표현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한편에는 중국이 책임을 지는 대국 이미
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북한이 중국의 권고와 설득을 무시하는 것으로
중국의 국제 위상이 떨어지나, 북한의 전략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북
한과 대립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북한과 김정은 보도할 때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정보원
신화사와 인민일보의 김정은 보도에 정보원 활용 상황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 <표 4-6> 및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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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신화사 분석대상 정보원
단위: 건/ %
정보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언론

16

19

22

7

3

11

78

정부기관

0

0

0

0

0

0

0

기타

0

0

1

0

0

0

1

16

19

23

7

3

11

79

(37.2)

(19.6)

(15.6)

(14)

(15.8)

(24.4)

(19.7)

언론

13

68

85

35

14

22

237

정부기관

0

0

1

1

1

0

3

기타

0

0

1

0

0

0

1

13

68

87

36

15

22

241

(30.2)

(70.1)

(59.2)

(72)

(78.9)

(48.9)

(60.1)

중
국

소계

북
한

소계
기

언론

13

8

28

6

1

5

45

타

정부기관

1

0

9

1

0

5

16

14

8

37

7

1

10

61

(32.6)

(8.2)

(25.2)

(14)

(5.3)

(22.2)

(15.2)

0

2

0

0

0

2

4

(0.0)

(2.1)

(0.0)

(0.0)

(0.0)

(4.4)

(1)

43

97

147

50

19

45

4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
가

소계

불명

합계

<표 4-7> 인민일보 분석대상 정보원
단위: 건/ %
정보원
언론
중

정부기

국

관
기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3

3

5

1

2

9

23

0

0

1

0

0

2

3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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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언론
정부기
북

관

한

기타
소계
언론

3

3

6

1

2

11

26

(8.8)

(4.8)

(12)

(16.7)

(33.3)

(40.7)

(14.1)

25

35

31

5

4

15

115

1

0

0

0

0

0

1

0

0

0

0

0

0

0

26

35

31

5

4

15

116

(76.5)

(56.5)

(62)

(83.3)

(66.7)

(55.6)

(62.7)

4

22

9

0

0

1

36

1

2

1

0

0

0

4

5

24

10

0

0

1

40

(14.7)

(38.7)

(20)

(0.0)

(0.0)

(3.7)

(21.6)

0

0

3

0

0

0

3

(0.0)

(0.0)

(6)

(0.0)

(0.0)

(0.0)

(1.6)

34

62

50

6

6

27

18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
타
국
가

정부기
관
소계

불명

합계

위에 표에서 보이듯이, 두 언론사의 제일 큰 정보원은 북한이고 구
체적으로 “북한언론”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화사와 인민일보가 모두
김정은에 대해 보도할 때 북한의 소식을 많이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공식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사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
동신문>의 내용을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북한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개방되지 않은 사회주의체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북
한의 소식을 얻기 위해서 북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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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다. 신화사와 인민일보의 정보원 분석 결과를 보면 북한
정보원이 보두 60% 넘은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한다. 북한 문제와 밀
접한 한국을 포함한 “기타국가” 정보원은 매우 작은 부분이다. 국익의
차이점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 입장이 국가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다
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은 더 포괄적인 시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보도가 당사자인 북한의 정보원을 과도하게 활용한 것
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연도별로
살펴볼 때 북중관계가 제일 소원했던 2016 년과 2017 년 사이에 김정
은 보도에 활용된 정보원이 다른 시점보다 더욱더 북한에 국한되고 해
외 정보원의 사용을 자제한 특징이 보인다.

(5) 보도 논조
김정은 보도의 논조와 그 변화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 4-8> 및
<표 4-9>와 같다.
<표 4-8> 신화사 김정은 보도 논조
단위: 건
논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7

10

22

5

2

24

70

16.3%

10.3%

15.0%

10%

10.5%

53.3%

17.5%

24

78

105

26

9

21

263

55.8%

80.4%

71.4%

52%

47.4%

46.7%

65.6%

긍정적

중립적

63

12

9

20

19

8

0

68

27.9%

9.2%

13.6%

38%

42.1%

0.0%

17.0%

43

97

147

50

19

45

401

부정적

합계

<표 4-9> 인민일보 김정은 보도 논조
단위: 건
논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8

14

7

0

0

16

45

23.5%

22.6%

14%

0.0%

0.0%

59.3%

24.3%

22

34

33

3

3

10

105

64.7%

54.8%

66%

50%

50%

37.0%

56.8%

4

14

10

3

3

1

35

11.8%

22.6%

20%

50%

50%

3.7%

19.5%

34

62

50

6

6

27

185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합계

위에 분석결과를 통해서 두 언론사가 모두 중립적인 논조가 제일 큰
비중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화사의 중립적인 보도는 전
체 401 건중 총 263 건으로 65.6%을 차지했다. 인민일보의 중립적인
보도는 전체 185 건중 총 105 건으로 56.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것
은 두개 언론사가 김정은에 대해 보도할 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고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결과가 앞선 기사유형과 관계가 있다.
두 언론사 모두 김정은 보도가 보도내용 선택하는 해설 기사와 사실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니까 특별한 태도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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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지 않은 중립적인 논조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의외가
아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두 언론사의 긍정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보도
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여기서 중국이 북한과 김정은
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와 이념적인 동일성
으로 이어진 북중관계가 요즘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여 협력과 대립 속
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4-3 신화사 논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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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인민일보 논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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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긍정적과 부정적인 보도의 변화 추세를 분석해보자면, 공동적
인 특징을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다. 먼저,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긍
정적 논조와 부정적 논조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그 후 2016 년
과 2017 년 사이에 부정적인 보도가 놀라운 상승을 보이는 동시에 긍
정적인 보도가 대폭 하락하고, 심지어 인민일보의 경우는 0 건 달했다.
그러다 2018 년 한반도 정세의 급변으로 긍정적인 보도가 또 다시 증
가했고 부정적인 보도가 0 가까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신화사의 부정적인 보도가 높게 나타난 시점은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2013 년, 2016 년 그리고 2017 년도였다. 부정적인 보도의 내
용을 살펴보면 주로 미사일발사, 군사훈련 등 무력 도발 행위와 발언
에 대한 보도였다. 이처럼 논조의 변화를 통해서 국익의 변화를 해석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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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미지 프레임 분석 결과

중국 언론의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보도는 중국 대중들에게 일
정한 이미지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는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외교안보 측면의 대립과 갈등 때문에, 중국
대중에게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은 국가적 정치와 위기 국
면과 기묘하게 결합하고 논란과 갈등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이는 나
아가 북한을 적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이미지를 결정하는데도 영향
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다.
제 1 절 보도 양상 분석 부분에서 살펴본 결과로, 보도량, 보도주제,
기사유형, 정보원 그리고 보도 논조 등 5 가지 분석 유목에서 모두 김
정은 보도가 시기별로 변화가 있는 특징을 보인다.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두개 언론사가 김정은에 대한 보도의 수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다양한 기사유형을 활용하여 풍부한 주제로 다루었다. 보
도의 논조도 중립적인 태도가 제일 많이 나타나지만 긍정적과 부정적
논조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6 년부터 2017 년까지는 김정은에 관한
보도수가 최저에 달했고 기사유형과 주제도 단조롭고 부정적인 방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부정적인 논조도 급상승했다. 2018 년도
에 8 월까지만 수집했지만 이미 선명한 변화가 보인다. 보도 수량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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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는 동시에 기사유형과 보도주제 등도 2016 년전과 비슷한 수준으
로 돌아갔고 주로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이것을 쉽게 양국관계의
변천과 연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프레임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먼저 보도양상이 띤 특징에 따라 2013-2015 년, 2016-2017 년,
2018 년 3 부분으로 시기구분을 해보았다.
신화사와 인민일보에서 재현되고 있는 김정은의 이미지 프레임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0>, <표 4-11> 및 <표 4-12>과 같다.

<표 4-10>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 2013-2015 년
단위: 건/ %
신문사
이미지 프레임

합계
신화사

인민일보

긍정

최고지도자

16(20)

14(24.6)

30(21.9)

적 이

개혁추진자

11(13.8)

6(10.5)

17(12.4)

미지

애민지도자

13(16.3)

9(15.8)

22(16.1)

부정

정치독재자

16(20)

9(15.8)

25(18.2)

적 이

무능한 통치자

2(2.5)

2(3.5)

4(2.9)

미지

무력도발자

22(27.5)

17(29.8)

39(28.5)

80(100)

57(100)

137(100)

합계

표에서 나타났듯이, 2013-2015 년에 중국 두 언론사는 김정은을
“무력도발자”(28.5%)라는 이미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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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고지도자”(21.9%)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프레임도 많이
재현되었고, “정치독재자”(18.2%)와 “애민지도자”(16.1%), 그리
고 “개혁추진자”(12.4%)라는 이미지는 비슷한 수준에서 구성했다.
신문사별로 이미지 프레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인민일
보가 김정은의 “무력도발자” 와 “최고지도자” 이미지를 도출하는
데 신화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긍정적인 이미지 프레임과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이 각
자 50.4%와 49.6%로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살
펴보도록 했다. 이 시기에 정치적인 주제가 제일 많이 다뤄지면서 김
정은이 노동당 회의를 참석하거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서
거나 또한 외교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 언론보도가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많이 묘사했다.
예를 들어 2015 년 신화사가 “남북 협의, 김정은 획기적 이미 있다
평가” 라는 주제로 보도를 했는데18 이 기사에서 “김정은이 이번의
남북 협의가 획기적인 의미가 있고 남북 긴장 국면을 완화하고 관계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김정은의 발언을 인용했다. 또한,
“경제”와 “사회/문화”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는데

18

신화사 2015 년 8 월 28 일 기사 “朝韩协议敲定 金正恩赞协议具有里程碑
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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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개혁추진자”와 “애민지도자”의 이미지를 수출하였
다. 예를 들어, 인민일보는 2014 년도 “김정은 부부 병원 시찰, 아동
을 달래면서 시울이 젖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서 <로
동신문>의 소식을 인용하여 김정은이 와이프와 함께 대성산종합병원을
시찰하는 것을 자세히 나타냈다. 김정은이 부상을 입은 한 군인과 친
절하게 대화하고 치료받는 아동을 다정하게 달래는 장면을 통해서 마
음이 부드럽고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한 김정
은 “개혁추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여러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으로는 김정은이 공장을 시찰하면서 “기술혁신을 강력하게 전
개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고 북한 축구 경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축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그리고 북한 관
광지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드러냈다. 여러 방면에
개혁적인 행동을 통해서 김정은이 사회와 경제의 개혁으로 북한 경제
를 발전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음을 보인다.
앞의 정보원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2013-2015 년은 다른 시기
보다 북한과 중국을 제외한 외국 정보원을 많이 활용한 때이다. 따라
서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김정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무
능한 통치자” 이미지는 바로 여기서 추출되었다. 신화사는 “북, 남의
대화제안 강력 비판, 사라진 김정은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키다”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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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삼는 기사에서 14 일 동안 공개 활동을 안 한 김정은에 대해 여
러가지 추측과 소문을 보도했다. 북한 내부의 군사정변이나 북한 핵심
인물인 장성택의 감금설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김일성의
후광효과를 빌려서 통치한다”는 주장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김정은
의 통치 아래 북한이 불안정성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줬다.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결과로서, 또다른 주목할 점은 인민일보가
드물게 북한 인권문제를 보도한 것이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내용을
인용하여 한 국민이 노래할 때 사회주의 가사를 비겁한 내용으로 바꾼
죄로 김정은으로부터 사형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와 비슷하게 서양
드라마를 시청해서 사형을 당한 군대인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렸다고
전달했다.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사건 때문에 유럽연합의 인권대사가
북한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암시
한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김정은은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자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줬다.

<표 4-11>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 2016-2017 년
단위: 건/ %
신문사

이미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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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신화사

인민일보

긍정

최고지도자

4(11.8)

0(0.0)

4(9.8)

적 이

개혁추진자

2(5.9)

0(0.0)

2(4.9)

미지

애민지도자

1(2.9)

0(0.0)

1(2.4)

부정

정치독재자

5(14.7)

0(0.0)

5(12.2)

적 이

무능한 통치자

0(0.0)

0(0.0)

0(0.0)

미지

무력도발자

22(64.7)

7(100)

29(70.7)

34(100)

7(100)

41(100)

합계

2016-2017 년에는 두 언론사 모두 김정은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무력도발자”에 집중했으며, 이전시기의 28.5%에서 70.7%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정치독재자” 이미지가 12.2%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최고지도
자”(9.8%), “개혁추진자”(4.9%), 그리고 “애민지도자”(2.4%)
를 포함한 긍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은 불과 17.1%의 비중을 차지했
다. 이러한 급격한 이미지 변화의 결과는 그 시기에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정치안보 갈등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보도주제는 주로 “북핵/미사일”과 “국방군사”에 집
중되어 있다. 김정은 보도의 논조가 훨씬 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
게 되었고 따라서 김정은의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도 많아졌다. 그
러나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은 다양해지지 않고 역시 갈등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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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행위에 집중했다. 특히 김정은이 로켓미사
일 무기에 개발과 실험에 대해 지도하고 칭찬하는 보도가 자주 나타
났다. 예를 들어서, 신화사가 “북한 신형 방공 로켓 시험, 김정은
현장 지도하고 만족”라는 제목을 붙인 기사를 보도했다19. 제목은
김정은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지만, 기사 내용에서 똑같은 표현이
보이고 본문에서 로켓 시험의 상황을 간단히 소개한 후에 김정은이
이에 대한 태도를 “이번 시험에 대해 매우 맘에 들었다”고 강조하
면서 김정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김정은의 발언에 의하
면 이번 시험은 “북한 노동당이 국방과학 정책이 옳음을 인정하며
북한의 국방역량이 도약적으로 발전하는 또 하나의 성적”이라고 표
현했다. 또한, 한국군 합동 참모 본부의 정보를 인용하여 북한 로켓
발사 실험의 진실성을 더 보여주면서 기사의 마지막으로 2016 년 3
월 2 일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발표한 북핵에 대한 2270 번 결
의안 내용을 추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사가 “북한이 결의안
이후에도 수 차례의 미사일발사 활동을 실시했다”는 말로 끝을 맺
었다. 요약하자면, 보도내용에서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지적하는 문구
가 안 나와있지만 유엔 결의안과 김정은의 북한 무기 개발이 옳다는

19

신화사 2016 년 4 월 2 일 기사 “朝鲜称试射新型防空火箭 金正恩亲自指导
表满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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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한 곳에 올려놓음으로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대립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자 이미지를 생생하게 구축하게 했다. 대
중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수용하면서 김정은을 인식하는데 있어 부정
적인 감정이 한 층 더 쌓이고 위험성을 가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에 신화사와 인민일보는 김정은이 군사활동에서 위
험성을 드러내는 모습의 기사들을 많이 보도하면서 무력도발자의 이
미지 프레임을 구축해 왔다.

<표 4-12>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 2018 년
단위: 건/ %
신문사
이미지 프레임

합계
신화사

인민일보

긍정

최고지도자

21(87.5)

11(64.7)

32(78.0)

적 이

개혁추진자

3(12.5)

3(17.6)

6(14.6)

미지

애민지도자

0(0.0)

2(11.8)

2(4.9)

부정

정치독재자

0(0.0)

0(0.0)

0(0.0)

적 이

무능한 통치자

0(0.0)

0(0.0)

0(0.0)

미지

무력도발자

0(0.0)

1(5.9)

1(2.4)

24(100.0)

17(100.0)

41(100.0)

합계

2018 년의 분석 결과는 매우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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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위험요소가 완화되면서 중국이 긴장된 국제 정세에서 숨을 쉬게
되었고 이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2018 년이 시작하면서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은 “최고지도자”(78%)로 기울었다. 김정은이 북
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지도자의 권력과 책임을 행사하고 핵을 포기하면
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훌륭한 지도자
모습이 많이 그려 지기 때문이다. 전 시기에 70.7%로 압도적인 우세
를 가진 “무력도발자” 이미지가 2.4%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독재자” 와 “무능한 통치자”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예 재현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김정은에 대한 보도가 주로 정치분야에 집중되고 그 남북
관계개선에 대해 김정은의 적극적은 역할을 많이 묘사했다. 새해를 맞
이하여 김정은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참여하고 싶다고 호의를 표하고 또
얼마 후에 김정은이 “남북화해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섰
다. 판문점 선언이 맺어 졌을 때 신화사는 “판문점, 평화의 새로운 출
발점” 이라는 주제를 사용한 특보를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많이 보도하고“40 일 만에 2 번 만남, 시진핑과
김정은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라는 기획특집도 작성했다. 이외에 빠
질 수 없는 주제는 바로 우여곡절 끝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
이었다. 신화사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의 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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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변하지 않고 일관적이고 굳은 것”이다. 인민일보는 이와 비슷하
게 김정은이 평화롭고 책임감이 있는 최고지도자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힘을 기울었으나 보다 좀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보도했다. 이 보도는
식품공장, 가방공장, 해상철도대교를 시찰한 김정은은 식품의 질과 안
전을 중요시하고 “북한 발전과 현대화 수준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
이는 개혁추진자의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시기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 언론의
김정은 관련 뉴스보도가 어떤 변화가 있고 또한 보도를 통해서 구축된
김정은 이미지의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목적을 뒀다. 이 목적을 가
지고 보도량, 보도주제, 기사유형, 정보원 등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
임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의 이미지 변화를 찾아내고자 했다.
국제뉴스는 정치사건을 직접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세
상을 알아보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그러나 뉴스보도는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내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부 조작과 왜곡을
겪을 수도 있다. 뉴스프레임은 바로 언론인이 정보를 조작하고 수용자
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Gitlin, 1980). 또한, 국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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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도내용, 조작방향 등 여러 방면에서 국제뉴스보도에 커다란 영향
을 주고 있다. 따라서 뉴스프레임도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과
국익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시기인 2013-2018 년 8 월까지 중국의 신
화사와 인민일보에서 드러난 김정은의 이미지 변화를 살펴봤다. 이 연
구는 김정은 이미지가 중국의 국익에 따라 달라지며, 북중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 김정은 이미지기 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북중관계가 완화되면 김정은 이미지가 더 긍정적으로 표현된다는 가설
아래 진행됐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언론에서 나타낸 김정은 이미지 및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1) 2013 년부터
2018 년까지 중국 언론에 김정은 관련된 보도양상(보도량, 주제, 기사
유형, 정보원, 논조)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밝힌다. (2) 2013 년부터
2018 년까지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변화되
었는가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중국의 신화사와 인민
일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양상 분석과 이미지 프레임 분석
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양상의 변화가 북중관계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고 국익에
따라 차이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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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2015 년 동안에는 큰 폭으로 증가
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북중관계가 특히 멀어졌던 20162017 년 사이에 대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2018 년에 북중
관계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
다.
주제는 “북핵/미사일”, “북중관계”, “외교”, “정치”, “경
제”, “사회/문화”, “국방군사”, “기타” 등 총 8 가지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치”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
으며 다음으로는 “국방군사”, 그리고 “사회/문화”, “경제” 순으
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2016-2017 년 사이에 “북핵/미사일”
과 “국방군사”주제에 관련된 보도가 대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다른
주제들의 비중이 하락하는 특징이 보인다. 이 시기에는 북중관계가 긴
장되면서 김정은에 대한 보도도 주로 군비증강과 북핵문제에 집중되고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
다.
또한, 기사유형의 활용은 “스트레이트”, “해설/분석”, “사설”,
“칼럼/논단”, ”기획/연재”, “인터뷰” 등 총 6 가지 유형으로 나
눠서 분석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김정은 보도의 기사유형
이 “해설/분석”에 집중되어 매우 단조롭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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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2016 년과 2017 년 사이에는 다른 시기보다 더욱더 “해설/분석”
유형의 비중이 높았으므로 보도의 기사유형의 다양성이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원 활용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언론사 및 특정한 시기와 상관
없이 북한 언론매체가 지배적인 우세를 가졌다. 중국과 다른 국가의
정보원을 활용한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원 사용 상황
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6-2017 년 사이에 다른 시기보
다 외국 정보원의 활용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시기와 상관없이 두 언론사 모두 중립적인 논조를 가지는 보도가 제
일 많았다. 다만 연도별로 볼 때 2013-2015 년까지는 긍정적과 부정
적인 보도가 비슷했다. 2016-2017 년 사이에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
아지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보도는 줄어들었다. 심지어 이 시기에 인민
일보의 긍정적 논조는 0%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2018 년에 한반
도 정세의 급격한 전환으로 긍정적인 보도가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
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보도양상의 분석결과 중국언론의 김정은에 대한 보도는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특징을 보인다. 2013-2015 년까지 시진핑 집
권초기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언론은 김정은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도를 가지고 북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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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외국 정보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기사
유형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시기에 중립적인 논조가 제일 많았지만 부
정적과 긍정적인 논조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 다음으로
2016-2017 년 사이에는 연속으로 강행된 북핵실험 때문에 북중관계
가 경색되면서 갈등과 대립에 빠졌다. 이시기에 중국 언론에서 나타난
김정은 보도가 급격히 하락되었고 보도 주제, 기사유형, 정보원 활용
등이 특정 형태로 집중되면서 예상대로 한쪽으로 매우 국한되어 있었
으며 부정적인 논조도 급상승했다. 그러다 2018 년에 북핵문제가 일부
분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중관계도 놀라운 진전을 보인다. 김
정은에 대한 보도량도 이에 따라 다시 증가하고 보도주제, 정보원 활
용, 기사유형 등도 점차 다양해지고 보도 논조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
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지 프레임 분석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시기를 구분하
여 분석을 진행했다.
2. 시진핑 집권시기 중 북중 관계가 제일 소원했던 2016-2017 년

사이에 부정적인 논조가 긍정적인 논조보다 너 높게 나타났으나, 시기
변화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논조를 가진 보도가 제일 많았다. 이는 북
한과의 특수성과 정치 대립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
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안보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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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나날이 심
해지는 시기이어도 부정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김정은에 대한 보도가 최대한 외교적으로 존중을 표현하는
수사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보도와 긍정적인 보도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
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중관계가 퇴색되었어도 특수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감정과 이데올로기의 공통
점으로 이어온 우호적인 관계이며, 다른 한편으론,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
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
는 중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현대 북중 관계는 전략적인 균형이 잡힌 산

물(王俊生，2016）이라는 주장도 흔히 보인다. 시진핑 시대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길에 경제발전과 동북아 정세
안정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3. 중국 언론의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은 국익의 변화에
따라 역시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이미지는 “최고지도자”, “개혁추진자”, “애민지도자”, “정치독
재자”, “무능한 통치자”, “무력도발자”등 총 6 가지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2013-2015 년 동안 “무력도발자” 이미지가 제일 적극적
으로 활용되었지만 이 시기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각 50.4%와 49.6%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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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년 김정은 이미지 프레임 구축은 주로 “무력도발자”
로 집중되고 훨씬 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정적
인 이미지는 달라지지 않고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설득과 권고를 무시
하고 로켓 미사일 무기에 개발과 실험에 대해 지도하고 이에 만족하다
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군사활동에서 위험성을 보이는 무력도발자의 모
습을 구축했다.
위와 정반대로 2018 년도에 김정은 이미지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서 핵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는 책임자
의 모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의 변화로 인하여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중국 언론사가 김정은에 대한 보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해 왔고 김정은에 대한 보도에서 다양한 이미지프레임을 구축해
왔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대북 입장과 태도는 북중우호 관계에서 벗어
나지 못 했고 이러한 논리가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 시진핑 시대에 김정은 보도가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중관계의 변화
에 따라 시기별로 달라진 것을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보도와 이미지
프레임이 변화된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 못 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
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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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프레임분석에서 사용했던 기사
<긍정적>
1. 역사를 보면,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의 결실로서 한반도정세와 남북
관계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신화사,

2013.05.01)
2. 김정은은 “북한의 산속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피와 귀한 영
혼을 뿌려져 있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이 영원히 북한인민의 마음
에 살아 있다고 했다.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묘는 북중 양국 인민들
이 공동 목적을 향해 같이 싸웠던 전우들의 우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역사의 증거이자 북중 우정의 상징이기도 하다 ” 고 했다… (신화사,
2013.07.30)
3. 김정은과 로드맨이 친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 김정은이 로드
맨에게“언제든지”다시 북한을 방문하라고 초청했다……이번은 로맨드
가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고 북한의 농구 선수들과 교류하고
“아리랑”등 전통예술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신화사,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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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일 평양에서 개최한 2013 아시안컵 &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역도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한국
국기가 게양되고 한국 국가를 연주했다. 이것은 북한에서 한국 국기가
게양되고 한국 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처음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다.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신호라고 평가되었다. (신화사, 2013.09.16)
5.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가 15 일에 동평양대극장에서 러시아 21 세기
관현악단의 연주를 관람했다…김정은이 북한을 방문한 관현악단에 환
영을 표했고 친절하게 대화를 나눴다. 연주가 끝난 후에 김정은이 성공
적인 연주를 축하하고 북한인민에게 멋진 공연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
다… (신화사, 2013.10.16)
6. 북한 최고지도자가 북한 항공절을 앞두고 북한인민공군을 시찰했다.
김정은이 군인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전달했고 친절하게 대화를 나눴다.
(신화사, 2013.12.02)
7.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스페인의 북한여행 홍보광고에 나타났다.
“북한을 향한 여행, 특별한 체험기회”…이것은 스페인이 처음으로 북
한여행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화사, 2013.12.26)
8. 평양시 한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최고지도자 김정
은은 사고 보도를 받은 후에 “가슴이 미어지고 밤새 잠이 안 왔다”라
고 언급하며 당과 정부, 군대 담당자들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 가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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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복구에 힘쓰라는 지시를 내렸다. (신화사, 2014.0519)
9. 김정은이 군사훈련에서 부상당한 인민군 병사를 방문하고 친절하게
군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김정은이 아이를 안으면서 의료진에게
아이의 영양상황을 자세히 알아봤다… 김정은이 병원의 의료진이 치료
와 관리에 대해 더 큰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신화사,
2014.05.20)
10. 김정은이 대학 부속 거주 시설 건설공사장에 방문하여 건축공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건설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건물의 안정성을 보장
하는 것을 강조했다. (신화사, 2014.05.21)
11. 5 월 25 일에 <로동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가
전제품 공장을 방문했다. 김정은이 공장 직원들과 친절하게 대화하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시화사, 2014.05.25)
12. 김정은이 평양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동들에게 국제어린이날을 축
하해줬다… 김정은이 식품원료를 검사하고 공식 상황을 알아본 후에
직접 꿀 등 영양식품의 식용방법을 지도하면서 “아동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 고 했다. (신화사,
2014.06.03)
13. 김정은이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했다…김정은이 기뻐하며, “건강하
고 멋진 학생들을 보고 그 젊은 얼굴에서 북한의 미래가 보인다. 북한
91

의 혁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신화
사, 2014.06.08)
14.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요즘 백세 생일을 맞이하는 노인들에게
축하의 뜻으로 생일 잔치를 마련해줬다… (신화사, 2014.08.05)
15.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12 일에 북한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축전
을 보내 김정은의 건강과 북한인민의 행복을 기원했다… 김정은이 북
한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역사와 전통이 계승되어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가 각 분야에서 더 강화되고 발전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신화사,
2014.08.14)
16.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한국 전 대통령 김대중에게 보낸 조전에
서 김대중이 민족 화해와 단결, 국가통일에 대한 노력과 업적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이 김대중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김대중
의 유지에 따라 통일애국사업을 계속 인도하기 바란다고 했다. (신화사,
2014.08.18)
17.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17 일에 한국의 민간대표단에게 화환을
증정했다. 이는 남북평화, 화해 및 협력을 추진하는데 크게 공헌한 한국
전 대통령 김대중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신화사, 2014.08.19)
18. 김정은이 1 일에 신년사를 발표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생활 수준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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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해야 하고 …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
로운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화사, 2015.01.02)
19.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장악하고 있고 정권내부의 충돌을 완화시
켰다고 했다. 북한체제가 매우 안정적이다… (신화사, 2015.01.05)
20. 김정은이 건축물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공사는 설계도면과 건
축공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감독관은 관리를 강화하라” 는 지시
를 내렸다… (신화사, 2015.02.11)
21. 김정은이 18 일에 북한노동당중앙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김정은이
고 지도자 김정일의 유언을 철저히 실행하고 북한 노동당이 직면한 임
무는 북한 인민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신화사,

2015.02.19)
22. 러시아 외교부 부장에 의하면,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러시아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 전쟁승리 70 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김정
은이 출범 이후 첫 번째 출국방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신화사, 2015.03.19)
23. 김정은이 평양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고아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계
절대로 과일과 영양식품을 증정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육원을 운영
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문화용품,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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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제공했다…

(신화사,

24.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시찰하고 새로 지어
진 자동화연구소를 방문했다… 김정은이 과학과 인재에 대해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국가가 번영될 수도 있다고 했다… (신화사,
2015.07.04)
25.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25 일에 개최된 4 차 전국 노병대회에서
발표했다. 그는 조선인민군열사와 중국 인민지원군열사에게 숭고한 경
의를 표하고… (신화사, 2015.07.27)
26.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27 일에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 당일
에 평안남도에 위치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역에 화환을 보냈다… (신
화사, 2015.07.28)
27. 2015 년 8 월 2 일에,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평양에서 새로 지어
진 양로원을 방문했다… 김정은이 국가가 노인복지정책을 철저히 실행
하여 노인을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신화사, 2015.08.02)
28.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에 참전열사의
묘소를 방문하고 노병대표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정은이 노병대표와
친절하게 인사하고 대화했다… (신화사, 2015.08.03)
29.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중국위인 밀랍인형관의 설립
을 승인했다… 이 인형관은 높은 수준의 현대미술관일 뿐만 아니라 북
중인민의 우호관계의 상징이다… (신화사,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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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도네시아가 김정은을 수카르노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
했다. 비난한 언론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이 “서구의 먹칠”이라고 반격
했다. (신화사, 2015.08.05)
31.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북한과 러시아의 전통적이 우정과 양국
관계의 공고와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우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동북아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
이 된다고 했다… (신화사, 2015.08.13)
32. 김정은이 이번에 북한이 먼저 남북정상급 대화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서 무력충돌을 극복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했다고 했다
… 경색된 남북관계가 화해와 신뢰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신
화사, 2015.08.28)
33. 남북정상대화가 8 월 25 일 24 시 55 분에 끝났다. 40 시간 넘은 담
판을 통해서 남북이 여러 방면에서 합의되었다… (신화사, 2015.08.28)
34.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북한노동당회의에서 폭우로 재해를 입은
나선시 상황을 통보받고 조선인민군이 나선시 구호와 복구를 담당하고
최대한 빨리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신화사, 2015.09.01)
35. 김정은이 9 월 7 일에 북한 방문한 쿠바국가대표단단장을 접견했고
“북한과 쿠바의 우정이 오래되었으며 이것은 쌍방이 공동 노력한 결
과이고 앞으로 양국관계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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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사, 2015.09.08)
36.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최근에 완공된 만경대학생소년궁을 시찰
했다. 김정은은 고급 재료로 지어진 소년궁이 아주 멋져 보이고 만경
대학생소년궁은 청소년을 위한 과외교육종합기지라서 아이들의 웃음소
리만 들으면 돈 얼마가 들어도 아깝지 않다 ” 고 했다… (신화사,
2015.12.01)
37.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최근에 북한 함경남도의 위치한 기계기
업을 시찰했다. 김정은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기
술을 배우라고 요구했다… (신화사, 2015.12.20)
38. 김정은이 1 일에 발표한 새해축사를 딸라, 북한은 남북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신화사, 2016.01.02)
39.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근본적
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신화사, 2016.05.08)
40.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29 일에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에서 개
최된 북중 축구 친선경기를 관람?했다… 북한 운동선수, 청년학생 및
평양시민들이 같이 경기를 관람했다. (신화사, 2016.05.31)
41.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평양시 어떤 군인 공장을 시찰할 때 군
인 장애인의 생활과 직장을 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사,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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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5 일에 미국 퇴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에게 김정은을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 (신화사, 2017.06.16))
43.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1 일에 신년축사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이 한국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새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화사,

2018.01.02)
44.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12 일에 방한대표단의 보고를 듣고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한 층 더 만들어야 되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고 했다…(신화사, 2018.02.13)
45. …김정은은 같은 핏줄로 연결된 동일민족으로서 민족 경사를 함께
축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 이번의 동계올림픽은 남북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하고 했다…(신화사, 2018.03.06)
46. 28 일에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노동당위원장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
는 것을 보도했고 보도에서 이번의 방문은 북중 우호관계를 계승하여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신화사, 2018.03.28)
47. 북한 노동당중앙위원기관보 <노동신문>은 29 일 보도에서…김정은
의 중국방문은 북중 우호관계를 계승하여 발전하는 “역사적인 사건”라
고 평가했다…(신화사, 2018.03.29)
48. …<노동신문>에서 30 일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에서 북중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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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적을 이루는 신성한 투쟁에서 혈로 맺어진 관계라고 했다…김
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 동지의 의지를 계승하여 북중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중국을 방문했다고 했다…(신화사, 2018.03.30)
49. …김정은은 회의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발표했을 때 이
번 달 27 일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화사, 2018.04.10)
50. …김정은은 먼저 시진핑 주석에 대해 친절한 인사와 축복을 전했
고 중국예술단이 북한 방문하는 것을 환영했다…(신화사, 2018.04.15)
51. …김정은과 이설주가 출연자들과 악수하고 예술가들의 뛰어난 수
준을 높은 평가를 했다…(신화사, 2018.04.17)
52. …2018 년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 평화
를 구축하는 것이고 북핵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이번의 난제라고
본다...(신화사, 2018.04.27)
53. 서울시간 오전 9 시 30 분에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 양측에서 서 있
는북한국무위원장 김정은과 한국대통령 문재인이 손을 꼭 잡았다…(신
화사, 2018.04.27)
54. 북한국문위원장 김정은이 27 일에 한국대통령 문재인과 회담했을
때 5 월에 북한 북부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닫을 예정이라고 했
다…(신화사,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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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함께 북중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
력하도록 한다…(신화사, 2018.05.09)
56. …김정은과 시진핑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평가했고 이번의 “역사적
인 회담”은 북중관계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하고 했다…(신
화사, 2018,05,09)
57.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이오와 회견할 때 북미회담이 한반도 정세
의 적극적인 발전을 이루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데 중요한 첫걸음
이라고 했다…(신화사, 2018.05.10)
58. …김정은은 문재인이 6 월 12 일 개최예정한 북미회담에 대한 노력
을 감사하는 뜻을 표했고…양쪽이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공동 노력
으로

<판문점선언>을

최대한

빨리

실행하도록

한다…(신화사,

2018.05.27)
59. 5 월 31 일에 김정은은 러시아외교부장관을 만났을 때 북한이 한반
도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고 일관적이고 견고하다”고 밝혔다
… (신화사, 2018.06.01)
60. 북한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미국대통령 트럼프과 12 일에 싱가포르에
서 처음으로 북미 회담을 진행했고 한반도비핵화와 관계환화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신화사, 2018.06.12)
61. 20 일에 시진핑은 북한노동당위원장 김정은과 회견했다…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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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과 동북아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과
번영의 미래가 찾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신화사, 2018.06.20)
62. 오늘 북한은 미국에게 55 개 미군유해를 돌려줬다. 그 후에 미국대
통령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고마워, 김정은”이라고 썼다… (신화사,
2018.07.27)
63. …김정은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를 방문하여 화환을 보냈고 인민
군의 공적과 북중우정을 인정했다… (신화사, 2018.07.27)
64. 북한국방위원장 김정은은 자기 생일(1 월 8 일에) 전에 북한의 초등
학교, 유치원에게 사탕 등 선물을 보냈다…(인민일보, 2013.01.08)
65. …정밀기계가 현실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려면 기술 혁신 운동을
전개해야 하고…(인민일보, 2013.07.04)
66.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 29 일에 북한 평안남도에 위치하는 중국인
민지원군 열사묘를

방문하여 지원군 열사를 추모했다…(인민일보,

2013.07.30)
67. …사회에서 축구를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국가
지원을 늘려야 되고 간부들이 축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
민일보, 2013.08.01)
68.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마티가 대통령의 김정은을 위한 편지와 선
물을 전했다… (인민일보,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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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몽골 대통령은 28 일에 평양으로 떠나 북한의 4 일 방문을 시작했
다. 그는 김정은 집권 후에 첫 번째 북한을 방문하는 국가정상이다…
(인민일보, 2013.10.28)
70.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 집권 후 관광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인민일보, 2013.11.04)
71.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가 대성산종합병원을 시찰했
다… 김정은은 아이를 달래고 병원에게 아이를 잘 돌봐 주라고 지시했
다…(인민일보, 2014.05.19)
72. …엄윤철이 인터뷰에서 금메달 받았을 때 먼저 북한최고지도자 김
정은을 생각 났다고 김정은의 신뢰 덕분에 경기를 이길 수 있었다고…
(인민일보, 2014.09.22)
73. 북한노동당 중앙서기 김양건이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건강 문
제가 없다고 했고 북한인민군총정치국장 황병서가 김정은의 박은혜에
대한 인사를 전했다…(인민일보, 2014.10.05)
74. …김정은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가아파트는 북한노동당이 교육
과 인재사상을 중요시하는 것을 반영하는 건물이라고 했다… (인민일
보, 2014.10.17)
75.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포병부대를 시찰 동안 친절하게 사령
관의 팔짱을 끼고 웃음을 지었다…(인민일보,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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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김정은이 군인의 생활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인의 식생활을 개
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인민일보, 2015.05.25)
77.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25 일에 4 차 전국노병대회에서 북한인민
군열사와 중국지원군열사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발표했다…(인
민일보, 2015.07.27)
78. …김정은은 먼저 시진핑 총서기에게 친절한 인사와 축복을 표했고
…(인민일보, 2018.04.16)
79. …보도를 의하면, 김정은은 북한건설자와 과학자가 스스로 힘을 내
어 해상철도다리를 만든 것을 높게 평가했다…북한은 기술과 자원을
바탕으로 계속 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이다…(인민일보, 2018.05.25)
80. 김정은은 회담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고견고하다”고…(인민일보, 2018.06.01)
81. …김정은이…시찰하면서 농업기계화와 현대화수준을 높여야 되고
농촌진흥을 해야 하고…(인민일보, 2018.07.10)
82. …김정은은 가방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질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검
사하고 아동과 학생 가방이 높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인민일보,
2018.07.26)
83. …김정은은 평안남도에 위치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에 방문하여
지원군의

업적과

북중

우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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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평가했다…(인민일보,

2018.07.28)
84.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가 해선장가공장을 시찰하고
김정은은 식품의 위생안전과 질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
민일보, 2018.08.08)

<부정적>
1.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북한이 “강력한 물리적인 대응조치”를 통
해서

민족존엄과

국가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신화사,

2013.01.27)
2. …김정은은…모든 군대와 군사들이 “북한식전면전”의 준비를 다 했
고…(신화사, 2013.03.08)
3. 김정은이 미국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핵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겠
다고 했다. (신화사, 2013.04.02)
4. 북한 군대 측에 4 일에 성명을 밝혔다. 성명에서 지도자가 군대가
핵무기 포함된 “강력한 실용적인 군사장치”를 통해서 미국의 “침략”
을 대응하는 승인을 내렸다고 했다…(신화사, 2013.04.11)
5. …김정은이 세계의 시선에서 “사라졌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소문
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북한 내부에 군사정병이 발생했다는 소문도 있
고 또한 핵심인물 장성택이 감금되었다는 소문도 있다…(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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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6. …최근 1 년간 반미 홍보가 다시 나타나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나라
들이 북한을 체제한 후에… (신화사, 2013.04.22)
7. 김정은은…“서울불바다”라는 위협 내용을 포함한 노래연주에 대해
한번 더 부르라는 지시를 내렸다…(신화사, 2013.05.09)
8.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집권 후에 218 명 당, 국가, 군 간부인
사

중의

97

명이

대체되었고

대체율은

44%

달했다…(신화사,

2013.10.09)
9.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재개하고 북한 서부에 위치한 동창리 기지에
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한다…(신화사,

2013.10.10)
10. …이것은 북한 내부의 정치투쟁이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과 그의
지지세력이 이 투쟁에서 잠시의 승리를 누렸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한정권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신화사,
2013.12.10)
11. …장성택 일행의 반당 반혁명 행위를 밝혔고 그의 모든 당내 직무
를 해제하고 당적을 취소했다…(신화사, 2013.12.11)
12. …한국언론의 분석을 따르면, 김정은은 장성택 숙청 후에 인민군설
계연구소와 마식령스키장을 방문한 것은 그의 건설에 대한 의지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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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신화사, 2013.12.16)
13. …24 일에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북한인민군 제 851 부대에서
로켓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신화사, 2014.04.24)
14. …북한이 금일 오후 5 시경 북한 동부도시 원산일대에서 동해 쪽으
로 단거리 비행물체를 발사했다… (신화사, 2014.06.27)
15. 김정은은 여러 부대를 시찰했고 북한인민군의 전술 미사일 발사
훈련과 최첨단 전술미사일 실험을 지도했다…(신화사, 2014.07.05)
16.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북한인민군 전략부대의 전술 로켓발사 훈
련을 지도했다…(신화사, 2014.07.10)
17.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최근에 북한인민군 제 171 부대의 실탄사
격훈련을 지도했다…(신화사, 2014.07.15)
18.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해상타켓 타격 훈련을 지도했고 북한이
일반전쟁과

핵전쟁을

대응하는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했다…

(2015.01.31)
19.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북한인민군의 신형 대함로켓 발사실험을
지도했다…(신화사, 2015.02.07)
20. …북한은 11 월부터 동계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김정은은 이 시점
에 군대를 시찰하고 군사에게 전투준비를 하라고 격려했다…(신화사,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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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김정은은 조국통일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고 모든 부대가 사상,
군사기술,

물자

등

방면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신화사,

2015.03.01)
22. …최용해가 강직한 이유는 지도자 김정은의 집원강화와 관련이 있
다고…(신화사, 2015.03.10)
23. …김정은은 군대 훈련실과 초소를 시찰했고 더 강력한 화력 타격
수단을 배치해야 된다고 지시했다…(신화사, 2015.03.13)
24. …북한이 이 전날에 한반도 동쪽 해양을 향해 7 개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신화사, 2015.03.14)
25. …북한이 13 일 밤 21 시부터 22 시 25 분까지 한반도 서쪽의 NLL
근처해역에서 포격훈련을 진행했다…(신화사, 2015.05.14)
26. …러시아전문가를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를 중요시하는 중요한 이
유는 평양과 북경 간에 신뢰감이 부족해서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신화사, 2015.06.12)
27.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 당과 정부기관인사들이 20-30%를 대체
되었고 군대인사는 40%이상으로 바꿨다…(신화사, 2015.07.16)
28. …보도를 의하면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은 혁병예술단체의 성격을
띠고 대중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다…(신화사, 2015.07.29)
29.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20 일 밤에 조선인민군 전선연합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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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시상태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신화사, 2015.08.21)
30. …여자가수와 그들의 브라스 밴드가 “경음악”을 연주하고 “시대
를 대표하고 인도하는 혁명성 예술단쳬”라고… (신화사, 2015.09.06)
31.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북한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가지는 강
대국이라고 했다. (신화사, 2015.12.11)
32. …북한시간 1 월 6 일 10 시경 처음으로 수소폭탄실험을 했고 성공
적으로 핵무기의 수준으로 높였다…(신화사, 2016.01.06)
33. 북한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이 인민무력부를 방문하여 북한의
첫번째 수소폭탄실험의 성공을 축하했다…(신화사, 2016.01.10)
34. …중국외교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는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신화사, 2016.02.07)
35.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최근에 새로 만든 대전차 유도 무기의
실험을 지도했다…(신화사, 2016.02.27)
36.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최근에 북한인민군에게 수시로 배치된
핵탄두의 발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신화사, 2016.03.04)
37.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북한이 조치를 취해 배치된 핵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신화사, 2016.03.09)
38.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요즘 핵무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를 만났
을 때 북한이 이미 성공적으로 핵탄두의 소형화, 표준화 그리고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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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했다고 했다…(신화사, 2016.03.10)
39.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15 일에 얼마 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신화사, 2016.03.15)
40.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최근에 북한인민군의 상륙과 반상륙 훈
련을 지도했다…(신화사, 2016.03.21)
41. …김정은이 또 신형 대구경 로켓포의 실험발사를 지도했다…(신화
사, 2016.03.22)
42.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최근에 신형 방공로켓 실험발사를 지
도했다… (신화사, 2016.04.02)
43. 최근에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로켓 “화성
10 호”실험발사를 지도했다…(신화사, 2016.06.23)
44.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최근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발사를
지도했고 발사실험은 성공했다…(신화사, 2016.08.26)
45.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최근에 북한인민군이 탄도미사일로켓의
발사를

지도하고

현장에서

발사명령을

직접

내렸다…(신화사,

2016.09.07)
46. 2 월 12 일에 지대지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북한 13 일
보도를 의하면 김정은이 현장에서 발사를 직접 지도했다…(신화사,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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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 월 1 일에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인민군 탱크부대의 무예대회
를 지도했을 때 인민군탱크부대가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칭찬했다…
(신화사, 2017.04.02)
48. …모든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암살에 참여한 사람에게 극
형을 처한다. 그 중에 한국 전 대통령 박은혜도 포함…(신화사,
2017.06.28)
49. 16 일에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화성-12”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의 발사 훈련의 성공을 높게 평가했다…(신화사, 2017.09.16)
50. …현지 29 일 24 시 30 분에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긴급작전회의
를 참석하여 북한전략미사일부대에게 전쟁예비상태로 전환하라는 명령
을 내렸다…(인민일보, 2013.03.29)
51. <노동신문>4 월 24 일의 보도를 따르면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북한인민군 제 851 부대가 소속한 여자로켓부대의 포격훈련을 지도했다
…(인민일보, 2014.04.24)
52. …처음으로 김정은이 잠수함부대를 시찰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인민일보, 2014.06.04)
53. …로켓발사를 지도했다… 김정은은 훈련이 끝난 후에 로켓의 성능
이 “완벽하다”고 평가했다…(인민일보, 2014.07.28)
54. …김정은은 북한 제 13 차최고인민회의를 결석했다…”
편찮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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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민일보, 2014.10.08)
55. …김정은이 연속으로 공개 활동을 하니까 그가 건강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번의 시찰은 다 민생문제와 관련된 것이니 이
를 통해서 대중들 안심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인민일보, 2014.10.18)
56.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북한인민군의 섬에 대한 화력타격과 점
령훈련을 지도했다…(인민일보, 2015.02.21)
57. …<노동신문>에서 한미동맹은 민족의 굴육이자 평화통일의 장애물
이고… 불평등한 서약이고 미국의 침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동맹
이다… (인민일보, 2015.04.02)
58. …김정은은 회의의 개최는 “반미대결전” 상황의 요구를 순행하는
것이고 인민군의 전투준비를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인
민일보, 2015.05.02)
59.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최근에 해군함정과 포병부대의 야간해상
타격훈련을 시찰했다…(인민일보, 2015.06.17)
60.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국가 주권을 지키
는데 쓰는 거라고 했다…(인민일보, 2015.12.11)
61.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인민무력부를 시찰했을 때 북한에서 진
행한핵실험은 민국의 핵 위협으로부터의 자위라고 했다…(인민일보,
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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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최근에 북한인민군에게 수시로 핵무기를
발사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인민일보, 2016.03.04)
63.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최근에 북한인민군의 탄도로켓 4 개 동시
발사하는 훈련을 지도했다…(인민일보, 2017.03.07)
64.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최근에 서남전선 섬에 있는 방어부대를
시찰했고

작전준비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인민일보,

2017.05.05)
65.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 21 일밤에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유엔대회
에서 북한 관련 언론에 대해 단호한 행동으로 반격하겠다고 했다…(인
민일보,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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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age Change of Kim Jung Eun in
Chinese Media in the Era of Xi Jinping
LIU HONGPENG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 of image of Kim Jung Eun accordi
ng

to

the

change

of

and

China-

North Korea relations during the period of Xi Jinping by analyzing
the Xinhua News Agency and People’s Daily newspapers. The r
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t the time of the
Xi Jinping has suffered unprecedented crises and has fallen int
o conflict and confrontation due to problems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change has had an impact on the m
edia, especially news reports on national leaders.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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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ivided quantitative analysis and image frame analysis of
Kim Jung Eun into three periods of 2013~2015, 2016~2017 an
d 2018 according to the changes of China-North Korea relatio
ns.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hanges in the news report are deeply related to the changes i
n China-North Korea relations and they differ according to the
national interests. Specifically, by the year from 2013 to 2015,
the Chinese media had a high interest in Kim Jong Eun and w
ere dealing with various news reports. The most neutral tone
was maintained, but the negative and positive tone remained at
similar levels. During the period from 2016 to 2017, Kim Jong
Eun's news has fallen sharply, and news reports, article types,
and information sources have been concentrated in specific for
ms and negative tone has also increased sharply. In 2018, the
coverage of Kim Jong Eun also increased again, and the news
topics, information sources, types of articles, and so on were g
radually diversified.
Secondly, even during the period of 2016-2017, when North
113

Korea relations were the most desperate, the reports with the
neutral tone were the most frequent, although the negative ton
e was much higher than the positive tone.
Thirdly, the image frame construction of Kim Jong Eun in Ch
inese media shows a considerabl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
hanges of national interest. Although the "force provocation" im
age was used most actively during 2013-2015, positive and ne
gative images were almost similar, 50.4% and 49.6%, respectiv
ely. In 2016-2017, Kim Jung Eun's image frame construction
was mainly focused on "force provocation" and became much m
ore negative. In 2018, Kim Jong Eun image was formed as the
leader of North Korea who abandoned nuclear weapons and act
ively promoted peace and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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