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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희
기술사사무소 이수 연구소장
A Study on the Visual Descriptions of Landscapes in North Korean Literature
Ahn, Jin-Hee

Director of Urban Curating Lab., ESOO Landscape Architects
ABSTRACT
This paper interprets the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landscape” in North Korea by exploring the object
and context of the text referring to the “landscape” in North Korean literature. To this end, the paper first classified the
objects describing “landscapes” in serial publications and newspaper articles by types and grouped them according to trend.
As a result, the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landscape" in North Korea can be divided among “Projection Object
of Orthodoxy", "Visuality extended to the City" and "Visible Socialist-Fairyland". First, in an article about Baekdusan (Mt.
Baekdu), “landscape” was used as a medium to prove the legitimacy of the successor. Next, in the Kim Jong-Un regime,
“landscape” was used as a word to describe the visual interactions by human economic activities. Finally, as a way to
visualize the achievements in the landscape sector, a term for ranking landscapes such as “Socialist-Fairyland” was adopted
during Kim Jong-Un's reign. This can be interpreted as one of the devices visualizing the “landscape” and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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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북한에서 출판된 문헌에서 ‘경관’이 지칭하는 대상과 글의 맥락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북한
내 ‘경관’의 사회적․문화적 기의를 읽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속 간행물과 신문 기사에서 ‘경관’이 무엇을 서술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됐는지를 경관의 종류에 따라 나누었고, 이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파악했다. 그 결과, 북한에서 ‘경관’이
가지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는 ‘정통성 투영의 대상’, ‘도시로 확장된 시각성’, ‘가시화된 사회주의 선경’으로 나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백두산에 관한 글에서 ‘경관’은 후계자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매개체로 사용됐다. 다음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경관’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한 시각적 작용의 결과물까지를 서술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경관 차원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사회주의 선경’과 같은 경관 서열화의 용어를 채택했다. 이는 과거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관의 가시화 장치의 하나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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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의 현지지도는 산업 현장 전반에 지도자가 직접 가서 현
장의 문제를 보고 받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통치 방식이다. ｢로
동신문｣(이하 노동신문)은 현지지도를 비롯한 통치자의 현안
을 신문 1면에 고정적으로 제재하는데, 현지지도 기사에는 지
도자가 현장에 몇 번에 걸쳐 왔으며,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어
떤 말을 했는지 상세히 기술하는 특징이 있다. 2017년 금산포
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 현지지도에 관한 노동신문
기사 또한 김정은의 지도 내용을 자세히 인용하고 있는데, 여
기서 경관에 대한 김정은의 언급을 볼 수 있다.
부두 및 호안, 능금도―취섬방조제 공사도 흠잡을데없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공해가 전혀 없고 해양생태학적으로 깨끗한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가까이에서 보아도 멋있고
멀리에서 보아도 희한하다고, 풍치수려한 능금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금산포지구에 또 하나의 경관의 생겨났다고 말씀하시
였다(Headquarters Political Press Group, 2017).

위 기사는 북한에 경관의 개념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자료다.
하지만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 사전적 정의는 전혀 다를 수
있다. 혹은 사전적 정의는 유사하더라도, 각기 다른 시대적 흐
름에 놓인 같은 단어는 통용되는 의미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에 따라 제기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
서 쓰이는 ‘경관’을 ‘landscape’으로 번역할 수 있는가? ‘경관’이
란 단어는 주로 무엇을 지칭하며, 그 대상에는 어떤 특징이 있
는가? 그 대상을 통해 북한에서 경관이 내포하는 사회적․문화
적 특징을 읽어낼 수 있는가? 이 논문은 북한 문헌에 쓰인 경
관의 시대적 경향을 탐구함으로써 경관의 사회적․문화적 기
의(記意)를 읽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글에 ‘경관’이 표기된 문헌을 찾기 위해, 북한자료센터 내 데
이터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글을 목록화했다. 이 과정에
서 ‘일제 경관’과 같은 동음이의어, ‘국경관문도시’ 등의 붙여
쓰기로 인해 검색된 글 등을 제외했다. 연속 간행물의 경우, 실
물을 통해 내용과 페이지를 재확인했다. 사전의 경우, 조선말대
사전을 비롯한 북한에서 출판된 조선말 사전을 모두 파악했다.
다음으로 목록화한 글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파악하고, 시기별
빈도와 내용을 분석했다. 먼저 10년 단위로 문헌 내 표기된 ‘경
관’을 분류해 빈도를 도출했다. 그 다음 목록화한 문헌에서 ‘경
관’이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해 논문이 정한 종류에
따라 분류했다. 경관의 종류는 경관이 표기된 글 전반을 분류
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그 결과는 개념 정의, 산․봉․고원, 공
원, 수목․식물, 국제행사명, 지역․지구, 바닷가, 유적지, 천연
기념물, 농수산업 현장, 공장․기업소, 국외 자연환경이다. 마
지막으로 시기에 따라 문헌 내 ‘경관’에서 어떤 경향을 파악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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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관련 사례를 토대로 그러한 경향이 나
타나게 된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해석했다.
이 논문의 각 장은 앞서 제기한 의문에 대한 답을 유추하고
해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북한의 어학 사전과 이
론서를 중심으로 ‘경관’의 사전적 의미와 기본 개념을 살펴본
다. Ⅲ장에서는 시기별 문헌 내 ‘경관’의 등장 빈도 추이와 경관
의 종류를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파악한 경향을 관련
사례를 통해 해석한다.
Ⅱ. 북한에서 ‘경관’의 사전적․이론적 정의

‘경관’은 환경이라는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관찰자와의 관
계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니스 코스그로브
(Cosgrove, 1985: 55)는 경관이 “개별적인 관찰자에 의해 전유
될 수 있는 세계의 구성과 구조를 보는 방식(a way of
seeing)”이며, “관찰자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
레임을 제공”한다고 정의한다. Hwang(1989: 66)은 경관을 정
의하는 데서 오는 몇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landscape은 인
간과 생물의 실제생활이 영위되는 환경의 실체가 아니라, 환경
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이탈한 관자(觀者)가 일정한 거리를 두
면서 정관(靜觀)할 경우에 형성되는 이미지라는 공통성”을 지
님을 시사했다. 대체로 경관에 대한 정의는 보는 이와 대상 사
이의 시각적 관계에 중점을 두는 한편, 그 대상을 특정한 외적
특질에 한정시키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 ‘경관’에 대한 정의는 1960년 출판된｢조선말사전 1
｣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후 2017년 출판된 ｢조선말대사전: 증
보판 1｣에 이르는 동안 정의한 것을 볼 수 있다.1) 최근에 이르
기까지 조선말 사전에서 경관은 어휘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형, 기후, 토양, 생물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제적 활동 등이
서로 작용하여 이뤄진 일정한 지역의 통일된 특성으로 정의된
다(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Academy of Scien
ces ed., 1960: 226; Social Science Publishing House ed., 2017:
335).
북한에서 ‘경관’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시점과 배경에
대해, 1957년 출판된 ｢일반 자연 지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은 러시아 지리학자 알렉산드르 폴로빈킨(Aleksandr A.
Polovinkin)이 저술한 교원 대학용 지리 교과서의 번역본으로,
경관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이견을 서술함으로써 경관의 특
성을 설명한다. 저자는 러시아 지리학자 레프 베르크(Lev
Simonovich Berg)의 말을 인용해, 경관이 “기복, 기후, 물, 토
양의 피복과 식물의 피복 및 동물계의 특성과 또한 인간의 활
동이 지구의 어떤 대(帶) 내부에서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조화
(調和) 잡힌 단일한 전체”임을 설명한다(Polovinkin, 1952).
플로빈킨은 저서에서 ‘조화 잡힌 단일한 전체’라는 베르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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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대치하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경관에 대한 자신의 주
장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전개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경관의
면모가 잘 드러나게 한다. “조화성이란 술어는 경관의 요소 호
상간의 완전한 적응을 의미”하지만, 경관에서 “요소들의 완전
한 적응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경관은 부단한 변화의 산물
이므로 “서로 상반되는 요인들 간의 영역 투쟁의 산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Polovinkin, 1952: 299). 경관에 대
한 플로빈킨의 정의는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자연 요소들의 끊
임없는 생태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결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출판된 ｢조선말사전｣에서 이미 ‘경관’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오래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의 또
한 자연에서부터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한 작용에 의한 시각
적 특질 전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낸 지역
의 통일된 특성”인 ‘경관’과 동의어로 판단할 수 있다(표준국어
대사전). 나아가 ‘경관’을 ‘landscape’로 번역할 수 있는가란 의
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 북한에서 1957년 출
판된 ｢일반자연지리｣는 Общая Физ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Total Physical Geography)의 번역본이다. 이 책의 저자인 A. 플
로빈킨은 모스크바 주립 교육 대학교(Moscow State Pedagogical University)의 지리학부 교수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
름을 확인할 수 있다.2)이 대학 지리학부의 5개 학과 중 하나는
‘Geology and Geochemistry of a Landscape’이다.3) 해당 학교
의 지리학부 내 학과명이 ‘landscape’을 포함하고, 이 학교 교수
의 지리학 저서에 ‘경관’이란 용어가 쓰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에서 ‘경관’은 ‘landscape’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Ⅲ. 북한 문헌에서 ‘경관’ 사용 경향

북한 문헌에서 ‘경관’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
른 시기인 1957년부터 2018년까지 글에 ‘경관’을 포함한 문헌은
총 52개다(Table 1 참조). ｢로동신문｣에서 총 22개의 가장 많
은 개수의 글을 확인했으며, 그 다음으로 연속 간행물인 ｢천리
마｣와 ｢민족문화유산｣ 에서 19개의 글을 확인했다. 그밖에도 어
학 사전과 이론서에서 각각 9개와 2개의 글을 확인했다.
각 글에서 ‘경관’이 지칭하는 대상을 파악하고 분류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하나의 글에서 ‘경관’이 여러 가지를 지칭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썼다. 대부분 글에서 ‘경관’은 경
치로 이름이 있고, 자연현상이 한눈에 보이는 산․봉․고원을
서술하는 데 사용됐다. 다음으로 어학사전과 이론서에서 ‘경관’
에 관한 서술이 많았다. 10회 중 8회는 어학사전에서 ‘경관’을
정의한 것으로, 1960년, 1962년, 1972년, 1981년, 2004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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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rth Korean literature using “landscape” in the text

Number of
Literature type
Literature title
text
Newspaper
Rodong sinmun(로동신문)
22
Chollima(천리마)
17
Serials
National cultural heritage(민족문화유산)
2
Korean dictionary(조선말사전)
4
Geographic glossary(지리용어사전)
1
Language
dictionary Modern Korean dictionary(현대조선말사전) 1
Korean unabridged dictionary(조선말대사전) 3
General natural geography(일반 자연 지리) 1
Theoretical book
Joseon geography complete
1
book(조선지리전서)
Total
52

Table 2.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object referred to by
“landscape” in the text and the number of uses of
‘landscape' by each category
Number
Object referred to by “landscape” in the text clLandscape
assification of uses
Baekdusan, Geumgangsan, Myohyangsan, Mountain/peak
Chilbosan, Moranbong, Bucheongowon, Jirisan /plateau 29
Concept
Language dictionary, theoretical book
definition 10
Mount Kilimanjaro in Tanzania, Indian
Overseas
mountains․plateaus․plains, grassland in southern natural
4
Congo
environment
Greening ground cover plants, pine trees in Trees/plants 3
scenic spots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Forest and International 3
Landscape Restoration
event
Pyongyang Folk Park, Ecological Park
Park
2
Pyongyang Munsu District, Bocheonbo area Area/district 2
cultural/fis 2
Cheol-Ryong apple field, Donghae port Agrihery
sites
Haeundae
the seaside 1
Bulguksa Temple
Historic site 1
Natural
Ryongmundaegul
monument 1
Geumsanpo Salted Fish Processing Plant Factory/industrial complex 1
Total
59

년, 2007년, 2017년에 출판된 조선말사전과 지리용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탄자니아 등의 국외 자연환경을 서술한 글에
서 ‘경관’이 4회 사용됐으며, 그밖에 수목․식물, 국제행사명,
공원, 지역․지구, 농수산업 현장, 바닷가, 유적지, 천연기념물,
공장․기업소로 분류할 수 있는 대상을 서술하는 글에서 ‘경관’
이 각각 1회에서 3회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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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글에 ‘경관’이 사용된 횟수를 10년 단위로 나눠 확
인했다(Figure 1 참조). 그 결과로 처음 ‘경관’을 확인했던 1950
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1~2회로 횟수가 적었으나, 1980대부
터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으며, 점차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무
엇보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총 24회로, 총 10회가 나타난
2001년부터 2010년에 비해 횟수가 2.4배 증가했다.
북한은 지도자 체제가 사회 변동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요
인이므로, 북한의 지도자 집권 시기를 기준으로 문헌 내 ‘경관’
의 사용 횟수를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김정일 집권기
(1995년~2010년)을 범위로 할 때, 그 시기의 글에서 ‘경관’이
사용된 횟수는 12회다. 이는 김정은 집권기(2011년~2018년 기
준)의 절반 수치로,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다수의 글에서
‘경관’에 대한 서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
나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입
지가 공고했고, 1970년대부터 이미 출판 보도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다(Byeon, 2008: 123). 1980년에 열린 조선노동당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후계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다(Chung, 2001: 337). Byeon(2011: 153)에 따르면 1980년부
터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공인되고,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본격
적으로 갖게 됐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김정일이 출판 보도
에 관여하는 동시에 후계자의 지위까지 얻은 때는 1980년이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시기별 문헌 내 ‘경관’의 사용 횟수를 재분
류하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1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4회로 전자의 횟수가 더 크다. 다만 두 시기는 각각 30년간, 7
년간이라는 큰 격차가 있다. 따라서 문헌에서 ‘경관’이 점차 사
용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이 출판 보도 분야에 관여하고 후계
자의 권력을 갖게 된 시기부터지만, ‘경관’이라는 단어가 더욱
자주 사용된 시기는 김정은 체제부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와 지도자로서 권력을 가진 시기인 1980년
부터 2010년까지를 기준으로, 이 시기 동안 출판된 글에서 ‘경
관’이 지칭하는 대상을 Table 2에서 정한 경관 분류에 따라 나
눈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산․봉․고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Figure 1. Number of “landscape” descriptions in the literature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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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ypes of landscapes describ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from 1980 to 2010

경관을 서술한 횟수가 21회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전체의
61.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론서와 사전에서 경관의 개념
을 정의한 횟수는 5회로 산․봉․고원으로 분류된 횟수와 큰
차이가 있다. 그 다음 ‘경관’은 국외 자연환경에 관한 글에서 2
회, 바닷가, 유적지, 천연기념물에 관한 글에서는 1회 사용됐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의 ‘경관’은 산․봉․고원에 관한 서술 용
어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관’이 21회 사용된 산․봉․고원에 관한 글에서 ‘경관’이
지칭하는 대상은 백두산이 8회로 가장 많다. 그 다음 금강산과
묘향산이 각 4회이며, 칠보산 2회, 모란봉과 부전고원이 각 1회
순으로 이들에 관한 서술에서 ‘경관’이 사용됐다. 1980년~2010
년 동안 ‘경관’은 산․봉․고원 중에서도 백두산을 서술하기 위
한 단어로 다수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집권이 시작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이 시기 동안 출판될 글에서 ‘경관’이 지칭하는 대상을 경관 분
류에 따라 나눈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앞서 김정일 권력 시
기로 정한 1980년부터 2010년까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집권
시기 또한 산․봉․고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관을 서술한 횟
수가 8회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의 33.3%에 해당한다는 점에
서 이전보다 높은 비율은 아니다. 그러나 8회 중 7회가 백두산

Figure 3. Types of landscapes describ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from 2011 t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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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글이란 점에서 백두산과 ‘경관’ 간의 연관성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 2에서 김정일 권력 시기에 출판된 문헌에서 서
술된 경관의 종류를 산․봉․고원, 개념 정의, 국외 자연환경,
바닷가, 유적지, 천연기념물과 같이 총 6가지로 분류한 반면,
Figure 3에서는 경관의 종류를 산․봉․고원, 수목․식물, 국제
행사명, 지역․지구, 공원, 농수산업 현장, 국외 자연환경, 공
장․기업소와 같이 총 9가지로 분류했다. 종류의 가짓수가 늘
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로 자연환경 위주로 종류가 구분된 김
정일 권력 시기와 달리,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지역․지구, 공
원, 농수산업 현장, 공장․기업소와 같이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한 대상까지를 ‘경관’을 사용해 서술했다는 점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1957년부터 2018년까지 ‘경관’을 포함하는 북한 내 출판 또
는 보도된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 경향을 정리할 수 있
다. 첫째로, 다수의 글에서 백두산과 ‘경관’은 긴밀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김정일과 김정은을 기준으로 나눈 두 시기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둘째로, 2010년 이전까지는 주로 ‘경관’이 산․봉․고원, 국
외 자연환경, 천연기념물, 바닷가와 같은 고유한 시각적 특징이
드러나는 일정한 영역의 자연환경을 서술하는 단어로 사용되
는 경향이 있다. 반면, 2011년부터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지
역․지구, 공원, 농수산업 현장, 공장․기업소와 같은 도시환경
의 서술에도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관’이 사용된 글의 증가 추세를 통해 시대에
따라 서술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북한 문헌
에서 ‘경관’은 김정일이 출판 보도 분야에 관여한 1980년대부터
차츰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횟수가 급격히 많아진 것은 김정
은 체제부터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단어가 지칭하는 대
상 또는 상황이 양적으로 증가해, 출판 및 보도 매체에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또는 시대에 따라 어떤 것을 경관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문화적 차이가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위의 세 가지 경향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경관’이 가지는 사
회적․문화적 의미를 ‘정통성 투영의 대상’, ‘도시로 확장된 시
각성’, ‘가시화된 사회주의 선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식된 장엄하고 무게있는 경관”(Lee, 1984: 115)이란 부분,
그리고 1990년 묘향산에 관한 “묘향산이 천하절승을 이루는 것
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 만물의 모양을 다 나타내는 기묘한 바
위들로 이루어진 뭇봉우리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그 어데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수려한 산악경관을 이루기 때문”(Moon,
1990: 87)이란 내용을 통해 경관이 보기 드물고 장엄한 자연물
을 지칭하는 데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백두산을 혁명전적지로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된
시기다. 백두산의 표상을 연구한 박계리와 문정희는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하는 백두산 밀영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백두산지
구 비밀 근거지들에 대한 발굴사업”이 1989년부터 본격화된 점
을 지적한다(Park and Moon, 2011: 48). 이 시기부터 ‘경관’은
백두산에 관한 서술에 다수 사용된다.

Ⅳ. 북한에서 ‘경관’의 사회적․문화적 의미

백두산을 무대로 한 후계 구도의 연결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이어진다. 과거 수령(김일성)과 장군(김정일)이 활동했던 백두
산을 원수(김정은) 또한 올랐다는 글을 통해 백두산이 후계자
로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1. 정통성 투영의 대상
1980년대 북한의 대중잡지에서 경관은 산과 동글 등의 자연
물을 소개하는 글에서 주로 볼 수 있다. 1984년 룡문대굴에 관
한 “아까 본것과는 달리 섬세하고 화려한 들꽃들의 장식이 아
니라, 큼직하고 박력있는 층암절벽과 기암괴석들이 층층으로

“김정일동지께서는…백두산이 품고 있는 자연비밀이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8년 1월 21일
우리 과학원 지리학연구소에 백두산연구집단을 꾸려 주시고, 여기
에 유능한 지질, 동물, 식물, 미생물력사학자들을 망라한 백두산탐
험대를 뭇도록 하는 국가적 조치를 취하여 주시였습니다.…백두산
의 백색부석분출년대를 결정하는 것은 화산분출과정과 화산지대의
자연경관의 진화과정을 밝히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세계
의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Lim, 1992: 141-143).

그 이후에는 백두산의 과학적 현상과 김정일의 일화 사이의
경관학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글이 출판된다. 백두산 봉우리의
개수가 216개인 것과 김정일의 생일이 일치한다는 글이 대표적
이다(Lee, 2011; Chollimasa, 2002: 72). 이는 원래 백두산이
일제강점기 김일성의 항일 무대로 선전됐고, 이를 토대로 만들
어진 상징성이 김정일에게도 이어지도록 하는 논리적 근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에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련봉들에 대
한 새로운 자료를 밝혀냈다. 종합탐험대가 오랜 기간 조사측량한
데 의하면 경관학적으로 볼 때 상대높이가 20m 이상 되는 봉우리
수가 216개라는 것을 확증하였다.…하여 이번에 백두산천지종합
탐험대에 의하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신비하게도 216개의 봉우
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소식은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
쁨을 안겨 주고 있다(Chollimasa, 2002: 72).

령역이 광범하고 산세가 장엄하며 경관 또한 독특하고 이채로운
백두산이 자기를 한껏 드러내며 만방에 떨치는 순간이 바로 해돋
이순간이다.…백두산호랑이로 명성 떨치신 우리 수령님께서 눈보
한국조경학회지 제 48권 6호(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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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리길에 찍으신 피어린 자욱자욱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
지께서 사령부옹위의 총성을 울리시며 찍으신 일편단심의 고귀한
자욱,…주체87(1998)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해
돋이를 보시려고 몸소 새벽어둠을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였
다.…지난해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에 오르
시였다.…참으로 우리 원수님의 기상은 백두산불노을의 기상이다
(Kim, 2015).

주목할 점은 위 글에서 김정일이 과거 백두산을 오른 시점이
다. Jung and Kwak(2015: 180)은 연구에서 헌법 개정 및 김정
일의 국방위원장 추대가 이뤄진 1998년을 김정일의 실질적 집
권기로 판단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1998년 해돋이를 보기 위
해 백두산에 오른 행위는 공식화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백두
산이란 상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아가 위 글로 본 김정은이 백두산을 오른 해가 2014년이다. 김
정일이 백두산을 오른 해와 실질적 집권기와의 연관성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서 2014년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

2. 도시로 확장된 시각성
글에서 ‘경관’으로 지칭하는 대상이 종류부터 규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해진 것은 김정은 체제인 2011년을 기점으로 나타난
변화다. 그 이전에는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난 자연현상에 따른
시각적 결과물이 ‘경관’으로 서술됐다면, 최근에는 하나의 경관
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에도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지피식물은 이미 도시록화와 원림식물배치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
재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원림경관을 풍부하게 하며 록지의 생물다
양성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Head Office
Journalist 2014a).
키나무와 꽃관목만으로는 생활환경에 대한 미적요구를 완전히 보
장할 수 없다. 제일 아래층인 땅겉면까지 식물로 피복해야 비로소
그림같이 아름다운 여러가지 식물경관이 형성될 수 있다(Head
Office Journalist 2014b).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김정은 체제부터 증가한 건설사업과
연계해 고찰할 수 있다. 아파트 건설을 예로, 1990년대에 시작
된 경제난 이후 북한은 고층아파트 건설이 어려웠으며,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됐다(Hong, 2014: 37-42). 그러나 건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건축물뿐만 아니라, 녹지에 이르기까지
좋은 경관을 위한 사업 범위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12년에 평양에서 <산림 및 경관회복에 관한 국제토론
회>가 개최된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산림 및 경관회복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할 중국, 네데를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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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미국, 영국, 카나다대표들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또한 이날 환경교육보급계획집행국장이 왔다
(Head Office Journalist, 2012).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쎈터와 환경교육보급계획의 공동주최로
산림 및 경관회복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7일부터 9일까지 인민문
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연설자들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문
제는 인류의 생존, 미래와 련관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환경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에 공동
으로 대처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Korean Central
News Agency, 2012).

공원을 경관의 차원에서 강조하는 양상 또한 김정은 체제에
출판 및 보도된 글을 통해 볼 수 있는 특징이다. 2011년 평양민
속공원 건설에 관한 보도와 2015년 도시생태공원에 관한 보도
에서 ‘경관’은 공원을 구성하는 일부이자 공원 전반의 외적 특
질을 서술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됐다. 이 글에서 파악할 수 있
는 공통점은 ‘경관’의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가 ‘자연환경을 포
함하는 도시’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백두산, 금강산을 비롯한 자연경관들이 공원안의 여러곳
에 펼쳐지고 있으며 민속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활쏘기, 씨름, 널뛰
기, 그네뛰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게 민속놀이구가
훌륭히 꾸려지고 있다.…그 나날 군인건설자들속에서는 조각품,
력사유적, 무늬장식같은 것을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훌륭히 재
현하는 솜씨있는 재간둥이들이 수많이 나왔다(Park, 2011).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
한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면서 생태공원을 건설하는데 관심
을 돌리고 있다. 지난 시기 도시화와 공업화의 빠른 진척으로 도시
생태환경이 심히 파괴되고 공원건설에서 미학성만 강조한데로부터
인공경관이 많이 늘어나고 순수한 자연경관은 줄어들었다. 생태공
원은 구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연생태에 대한 교육과 체험, 휴 식과 오락기능을 수행하는 공원
이다(Head office journalist, 2015).

2011년 이후 출판 또는 보도된 문헌에서 ‘경관’을 사용한 서
술 대상이 확장된 것을 통해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김정은 체
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조선말사전에서 ‘경관’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제적 활동으로 발생한 특성 또는 지역을 포함
했으나, 2000년대까지 ‘경관’은 자연환경의 서술에 주로 사용됐
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시각성
을 강조할 수 있는 건설 대상이 거의 부재했고, 이로 인해 ‘경
관’이 지칭하는 대상 범위가 한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는 추측을 할 수 있다.
3. 가시화된 사회주의 선경
화려한 시각성을 강조하기 어려운 대신, 김정일 체제는 나름

북한 문헌에서 경관의 시각적 서술 경향 연구

백두산의 해돋이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백두산의 해돋이를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야 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백두산의 해돋이를 사랑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장군님께서 간고한 선군장정의 길에서 대홍단에 첫 자욱을 새기신
주체87(1998)년 10월 1일 잊지못할 그날은 대홍단벌에 아름다움의
절정을 안아오게 한 력사의 날이였다.”
울림폭포의 메아리
“장군님께서 주체90(2001)년 8월 26일 이 명승지를 현지지도하심으
로써 <울림폭포의 메아리>는 선군시대의 당당한 8경의 하나로 세상
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
범안리의 선경
“범안리를 찾으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을의 전경을 부감하신 자리에 서있노라면 수양버들 휘늘어진 드
넓은 양어장과 일매지게 펼쳐진 시원한 벌…마치 꿈속에서 동화세
계를 보는것만 같은 신비경에 잠기게 된다.”
다박솔초소의 설경
“주체84(1995)년 1월 1일.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첫해 설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병사들을 몸소 찾으시고 다박솔초소라고
불러주신 그날로부터 그 이름은 온 나라, 온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뜻깊게 새겨지게 되였다.”
철령의 철쭉
“인적드믄 험한 령길에 소문없이 피고 지던 철쭉이 오늘은 위대한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준
엄한 나날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10여차례나 철령을 넘나드
시며 조국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우리 장군님.”
한드레벌의 지평선
“한드레벌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9(2000)년 1월 24일 이곳을
찾으시여 한드레벌의 지평선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천지개
별이 되었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영광의 사적이 깃들어있다.”
장자강의 불야성
“주체87(1998)년 1월 북방의 사나운 대소한추위를 무릅쓰시고 자강
땅을 찾으시여 6천여리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강계정
신의 불길을…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자
강땅을 다녀가신 우리 장군님의 야전승용차의 불빛이 그대로 이곳
인민들의 가슴에 신념과 투쟁의 불길로…”

Figure 4. Anecdotes about <Songun-Palgyeong>
Source: Jeon, (2005a): 11-12; Jeon, (2005b): 15-17

의 도시 전반의 시각화 방식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는 김정일의 지도 활동과 활동 현장의 연계를 통해 이뤄진다.
2004년 시작된 <선군8경>이 대표적 예다(Figure 4 참조). <선
군8경>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관련된 일화를 풀이한 것으로,
‘백두산의 해돋이’,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울림폭포의 메아리’,
‘범안리의 선경’, ‘다박솔초소의 설경’, ‘철령의 철쭉’, ‘한드레벌
의 지평선’, ‘장자강의 불야성’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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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에서 볼 수 있듯, <선군8경>은 ‘보는 것’이라기보다
는 ‘읽는 것’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글의 초점은 여덟
가지 경관에 있기보다 그곳에서 활동한 지도자에 맞춰져 있다.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10여차례나 철령을 넘나드시며”
라는 구절과 “북방의 사나운 대소한추위를 무릅쓰시고 자강땅
을 찾으시여 6천여리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등의 구절에
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선군8경>은 보여주는 대신 연상시키
는 김정일 체제의 시각화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단면이다. 김
정일이 1970년대부터 출판 보도 분야를 장악했던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최근 출판된 글에서는 ‘사회주의 선경’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경관을 선별했다는 점에서 <선군8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선경’에 관한 글은 그 초점이 지도자의
활동보다는 경관 자체에 맞춰진 서술 방식의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나라의 이름난 경관들을 조선8경, 관서8경,
관동8경 등으로 긍지높이 꼽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다 범상하게
흐르는 세월속의 특이한 모습이거나 자연그대로의 산수경개에 불
과하였다. 오늘의 선경은 선군이라는 시대어와 함께 불리우는 말
그대로 선군말 그대로 선군선경이다.…이 땅우에 사회주의문명국
의 새 선경들을 끝없이 펼치고 있다. 룡림과 만포땅에 희한한 사회
주의 새 전설이 꽃펴났고, 창전거리와 릉라도에 사회주의웃음소리
가 넘치고 있다. 평양민속공원과…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대동강에 새롭게 떠오른 식당배 <대동강>호에서 안아보는 강반의
정서는 얼마나 가슴쩌릿한 것이며, 새롭게 일신된 수도와 지방의
공원, 유원지들에 넘쳐나는 행복…(Han, 2013).

위의 글은 <선군8경>에 관한 글처럼 지도자의 활동에 관해
서술하는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이기보다는 “세심한 지도”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또한 관동팔경, 관서팔경, 조
선팔경으로 지정된 옛 경관을 “자연그대로의 산수경개에 불과”
하다는 말로 낮추는 한편, 창전거리, 릉라도, 평양민속공원 등
의 ‘사회주의 선경’이야말로 웃음소리가 넘치는 곳으로 치켜세
운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오늘날 평양의 아름다움은 수려한 자연경관만이 아니다.
도시의 경치가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시대의 문명이 깃들지
못하고 인민의 행복이 무르녹지 않는다면 어찌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으랴. 모란봉에서 바라보이는 강건너 문수벌, 우리 평양의 동
부를 이루는 지역에 선군시대의 풍치를 자랑하며 누뿌리 아득하게
들어앉은 기념비적창조물들…문수벌에 인민의 새 거리가 솟아오르
던 나날이 인상깊다(Han, 2014).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는 이름난 절경들이 많다. 해
금강과 해칠보, 통천의 총석정이며 명사십리 그리고 서해의 몽금
포자랑…허나 <이채어경>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다.…이는 위
대한 김정은시대에 창조된 이채로운 사회주의바다선경이다(Park
한국조경학회지 제 48권 6호(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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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oi, 2015).

‘사회주의 선경’에 관한 글은 이러한 ‘선경’이 도시와 산업 현
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선시대 8경과는 확실히
구분 짓고자 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추론을 할 수 있다. 먼저, ‘선군8경’과 ‘사회주의 선
경’은 각 시대의 서로 다른 경관을 가시화하기 위해 사용된 용
어일 수 있다. 다음으로, ‘선경’은 ‘경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사회주의 산물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성을 내포할 수 있
다. 김정은 체제에서 ‘경관’의 범주는 도시 전반으로 점차 넓어
졌고, 숫자를 이용해 경관을 꼽기에는 그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관 위의 경관과 같은 추가적 개념의 필요성을
불러올 수 있다.
Ⅴ. 결론

이 논문은 북한의 출판․보도 매체에서 ‘경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포착하고, 글에서 ‘경관’이 지칭하는 대상과
글의 맥락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북한 내 ‘경관’
의 사회적․문화적 기의를 읽고자 했다. 먼저, ‘경관’의 사전적
정의와 경관 이론서를 통해 북한에서 ‘경관’이 ‘landscape’과 매
우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연속 간
행물 글과 신문 기사에서 ‘경관’이 무엇을 서술하기 위한 단어
로 사용됐는지 경관의 종류에 따라 나눈 후 시간의 흐름에 따
라 파악했다.
그 결과, 북한 내 문헌에서 ‘경관’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서술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
다. 김정일 체제인 2010년까지 출판된 문헌에서 ‘경관’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점차 등장 횟수가 증가했지만,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의 유명한 자연환경의 서술 위주로 사용된 경향이 나
타났다. 반면, 2011년부터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글에서 ‘경
관’의 사용 횟수는 급격히 증가한다. 이 뿐만 아니라 ‘경관’을
사용해 서술하는 대상 또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평양 문수지
구와 보천보 일대와 같은 지역․지구, 평양민속공원과 생태공
원, 그리고 산업 현장과 공장․기업소에 이르는 다양성이 나타
났다.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나타난 몇 가지 경향을 바탕으로, 북
한에서 ‘경관’이 가지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정통성 투영의
대상’, ‘도시로 확장된 시각성’, ‘가시화된 사회주의 선경’으로
나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백두산에 관한 글에서 ‘경관’은 후계자의 정통성을 입
증하는 매개체로 사용됐다. 경관학적으로 216개인 백두산의 봉
우리 개수와 김정일의 생일이 일치한다고 밝힌 글. 실질적 집
권기에 각 지도자가 올랐던 백두산의 경관을 묘사한 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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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경관’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한 시각적 작용의 결과물까지를 서술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특히 공원에 관한 글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의 생
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건설사업의 성과를 시각적으
로 드러내고자 하는 김정은 집권 시기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관 차원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김정
은 집권 시기에는 ‘사회주의 선경’과 같은 경관 서열화의 용어
를 채택했다. 과거 <선군8경>이 김정일의 지도 활동을 서술하
는 여덟 가지 배경 무대의 역할에 한정됐다면, ‘사회주의 선경’
은 특별하되 무한히 생성 가능한 경관이다. 이는 과거의 그것
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관의 가시화 장치의 하나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현재 국내 공공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북한 문
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만약 더 많은 분석 자료가 추가
될 수 있다면 더욱 풍부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경관’이란 단어의 사용 양상과 시대
에 따른 의미 변화를 탐구하고자 했다. 향후 북한 관련 경관 정
책 또는 실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논문의 의의를 둔다.
------------------------------------주 1. 경관: 1. = 경치, 2. (지리) 지형, 기후, 륙수, 토양, 생물계, 인간
의 경제적 활동 등이 호상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지역의
통일된 전형적 특성, 혹은 이러한 특성이 있는 일정한 지역(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Academy of Sciences ed.,
1960: 226).
경관: 1. <지리> 자연지리적 요인들이 결합적 특성이 비슷하여 그
구조가 같은 자연종합체. 지형, 기후, 토양, 생물계, 인간의 경제적
활동 등이 서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일정한 지역의 통일된 특성으
로 이루어진다(⊜ 지리적 경관), 2. (낡) 경치 D 훌륭한 경치(Social
Science Publishing House ed., 2017: 335).
위 두 개의 사전 중 1960년 출판 사전이 ‘경관’을 ‘경치’와 동일한
용어로 정의한 반면, 2017년 출판 사전은 ‘경치’를 낡은 말 또는 큰
범주 내에서 다시 갈라진 뜻으로 ‘경관’과 구분한다는 차이점이 나
타난다.
주 2. http://mpgu.su/scientists/polovinkin-aleksandr-aleksandrovich-2/
주 3. http://en.mpgu.su/admission/faculties/faculty-of-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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