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김정은 시대의 북한 
 
 
김현경 MBC 





북한은 도대체... 



도대체 북한은? 



            
각주구검  



              김정은 2010                    김정은 2015 



후계자에서 지도자로 



김정은 체제의 시작        2011.12.17 



젊은 지도자 김정은 (2012년- ) 
 1982~84년생 

 조선로동당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 



북한의 

과제 

정치/ 

리더십 

경제 

사회 

안보 



김정은의 과제  권력 안정 
 체제 수호 
 주민 지지 확보 
 경제부흥 
 안보불안 해소 
 대외 관계 개선 



만경대 가문 - 백두혈통 



동상모심사업 (2012.04) 



만수대 언덕 김일성 동상 (1972~  ) 



다시 세운 동상 (2013.2) 



무엇이 다른가? 



첫 지휘부 



피의 숙청 



2인자의 몰락 



장성택 처형사건(2013.12월) 

 김정은 세습 이후 최대의 정치 사건 
 김정은 유일체제의 선포  
 구체제와의 차별화 
 김정은 리더십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줌 
 

 

 



김정은 정권 중간평가 

 측근 전면배치, 장성택 제거,  
  
 세대교체 
  
 주민 기대와 인기 
  
 => 기득권층 이해 일치 및 복종 



군심잡기 



군부 장악 



군부 장악 



훈련일꾼대회 (2015.4.26) 



문제는 경제!!! 



고난의 행군... 그 악몽... 



김정은의 약속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2012.4.15  
김정은의 첫 육성연설 



김정은의 약속 



창전거리 아파트 



… 



창전거리 아파트 집들이 



물고기상점 



1998년  



세포등판(1천5백만평) 





“슈퍼마케트”에는 과일도 



‘과시형’: 인민유원지 



      릉라인민유원지 



 릉라도 돌고래쇼 





바닷물 수송관 



스케이트장 



 헬스 피부미용실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고아 시설을 최고로… 





장애인 공개 관심 



2015. 4. 환율동향 (출처 dailynk.com) 



2015. 4. 쌀값 동향 (출처 dailynk.com) 



휴대전화가 바꾸는 북한 



시간 개념의 변화 

공간의 변화 

산업 및 경제생활의 변화 



김정은 스타일 



김정은 스타일 



군복입은 모란봉 악단 
  



 자본, 기술 등 자원의 한계 

 1%대의 낮은 성장률 (13년 1.1%) 

 평양과 지방간 격차 심화 

 선도산업, 돌파구의 부재… 수입병 

 대중 무역의존도 여전 (14년 90%) 

 외자 유치 부진 

 중앙 재정 악화  

  (재원 수입 감소, 전시성 사업 투자) 

  

그러나… 



핵 경제 병진노선 

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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