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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33년 동안 『경제연구』에
수록된 455편의 논문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
석을 통하여, 김정은 정권의 기업관리 정책의
개혁성 형태와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문맥색채분석법”을 활용하여 『경제연
구』 개별 논문들을 개혁성(색상), 권위도(명
도), 선명도(채도)의 틀에서 분석한다. 여기서
개혁성(색상) 지수는 다시 권한분산도, 시장원
리수용도, 성과지향도를 나뉘어 분석한 후, 이
를 종합하여 지수형태로 도출하였다.
김정은 정권 하의 기업관리 정책은 그 개혁
성에 있어서 양적 및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

계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 시기
에 비해서 개혁성 지수가 평균 2배 이상 큰 폭으
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권한분산도의 지속적
및 획기적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개별 기업체
에 주어졌던 독립채산제 하의 상대적 경영상 독
립성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하의 실제적
경영권으로 제도화되는 등 정책의 질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개혁정책의
방향 예측과 향후 남북경제협력 전략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핵심어: 김정은 정권, 기업관리 정책, 개혁성 지수, 문맥색채분석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Ⅰ. 서 론
1. 연구 목적과 배경
본 연구는 지난 33년 동안 북한 경제에서 개혁적 요소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도입되
었는지에 대하여 경제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관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34 국가전략 2019년 제25권 3호

리 체계가 어느 시기부터 어떤 구조로 변화해 왔는지를 규명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현재 북한의 기업관리 개혁정책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였는
가, 그리고 언제부터 어떤 논리로 이러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혁정책 수준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정책
변동의 과정이 역사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시기별로 정책변동의
구체적 과정과 변화의 유형이, 단편적이거나 연역적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33년 동안의 경제연구에 수록된 455여개의 논문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연구는 다른 북한 원전문헌들과 마찬가지로, 문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
에게, 방대한 분량과 함께 반복되는 유사화법1)이 여러 가지 난관을 안겨주는 자료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연구는 현 단계에서 북한경제 연구를 위해서는
더할 수 없이 매우 훌륭한 재료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경제연구는 여러 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33년이란 기간 동안, 다양한 관점을 보이면서도 일관되고 규칙적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제 학술지이기 때문이다.2)
경제연구는 명실공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경제 전문 출판물로서, 기고자
들은 경제학자와 교육자 및 경제기관 실무 일군이며 독자층은 경제관계 일군들과
경제학도들이다.3) 따라서, 경제연구는 북한의 공식적 경제정책 기관에서 발간한
정책실행 문건은 아니지만, 당시의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문제들과
과제들을 경제학자들과 경제지도자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론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온 북한의 경제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기업관리 체계와 관련된 개혁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모색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1) 북한의 바람직한 문체는 쉽고 시원스럽게 기술하는 ‘통속성’과 함께, 단어와 귀절을 계속 반복하
여 강조하는 ‘되풀이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김미숙 2009, 69-75)
2) 수백 명의 북한의 경제학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이 국가의 생사를 좌우하는 경제현안 문제에 봉착
하여 깊은 고뇌의 결과물로서 수많은 논문들을 경제연구에 남겨 놓았을 것이다.
3) 양문수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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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경제연구를 분석한 연구들은 경제연구를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과 질적으로
연구한 논문들로 크게 양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연구에 대한 양적 분석을 가장 체계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이창희(2010)
의 논문이다. 이 연구는 1986년부터 1999년까지 경제연구에 수록된 논문들을 개혁,
진개혁, 보수, 진보수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그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동 연구의 목적이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체제이행 가능성 검토에 있었으므
로, 경제정책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 집중되지는 않았으며, 적용시기도 1990년대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점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 경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분석을 경제연구의 논문에 최초로
적용한 것은 Changyong Choi & Lecy (2012)의 분석이다. 그들의 연구는 1986년
부터 2009년까지의 논문 제목들을 토대로 주요 개념들을 데이터화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이 경제 정책의 변화 그 자체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 연구
의 결론은 경제정책 변동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정치세력적 관계와 맥락을 파악하기보
다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밖으로 표방하는 명분의 논리구조를 파악하
는 분석에 머무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연구에 질적 분석을 적용한 연구 중에는 손지숙(2004)의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경제연구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논문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경제관리체계, 기업분권화, 노동인센티브, 지방분권화 등 네 부문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각 시기별 변화의 양상이 경제연구
의 논문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전개되었는지를 보여 주지는 못하였다.
나정원(2018)의 연구는 최근 북한의 기업관리 체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의 연구는 경영학의 관점에서 경영전략, 국제경영,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 생산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북한 기업의 최근 변화내용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사회주
의 경제체계 하의 중앙 관료기구와 기업과의 관계라는 측면이 간과될 수 밖에 없고, 과거
로부터 이어져오는 기업관리 체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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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론
1. 문맥색채분석법의 구성과 원리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문맥색채분석법(Context Color Analysis)은 북한의 경제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색상 명도 채도라는 “색의 3요소“ 원리를 차용하여
고안한 계량서지학적 분석방법이다. 색에 대한 인식과 분석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색상이지만, 밝은가 어두운가의 명도와 선명한가 흐릿한가의 채도는
그 색상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게 한다. 경제연구 논문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모두 합쳤을 때 적용범위
에서 가장 공백이 적은 세 요소로서, 개혁성(색상) 권위도(명도) 선명도(채도)의 개념
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 요소는 정책학에서 정책변동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내용, 구조,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4) 즉, 개혁성(색상) 권위도(명도) 선명도(채도)의
개념을, 개혁성 정책의 내용, 정책이 위치하는 구조, 그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 등
세 가지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문맥색채분석법은 기존의 문헌문석 방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기존
문헌분석이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계량서지학적
인 양적 분석 방법에 질적 분석 방법을 결합하는 혼합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신뢰성
높고 일관성 있는 연속적 양적 데이터가 거의 전무에 가까운 북한 연구 현실에서,
질적 분석에 입각한 문헌 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신뢰성 없는 양적 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의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헌 분석은 북한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질적 분석을 활용한다.
하지만, 북한 문헌에 대한 질적 분석 일변도의 연구는 동시에 상당한 한계와 위험성
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류길재(2003)는 과거 공산권 언론보도내용을 분석
하는 기법인 크렘리놀러지(Kremlinology)의 기법을 소개하면서, 연구자가 빠질 수
있는 주관주의적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북한의 공간문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수사
4) 권해수는 “사회운동과 공공정책의 역동적 관계연구”(1982)에서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정책
내용, 정책구조, 정책과정 이라는 세 개념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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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현실’을 그려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론적 신중함이 요구된다
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북한의 수사를 현실로 인정하고,
자신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인용하거나 때로는 비약해서 과장하기도 한
다.”라고 예를 들었다.
문맥색채분석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양문수의 경제연구 문맥해석법”5)에 제
시된 맥락분석 원리와 사례를 기초로 하여 이를 계량서지학적 분석틀의 형태로 재정리
하고, 이창희(2009)의 경제연구 개별 논문에 대한 개혁성 분석방법을 보다 세분화
함으로써 만들어진 경제연구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론이다. 문맥색채분석법의 기본
적인 원리와 주요 구성들은 양문수의 “북한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2009)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1> 문맥색채분석법의 구성

5) 양문수(2009)의 경제연구의 문맥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원리와 지침으로서, ① 당위적 표현으
로부터의 유추, ② 모순성 포착을 통한 해석, ③ 북한적 맥락에 따른 해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양문수 2009, 10-25) 경제연구를 읽고 해석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 관점, 해석 예
시를 전반적으로 제시한 이 글을 본 연구에서는 “양의 경제연구 문맥해석론”이라고 명명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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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 해석론6)은 북한 연구자들이 북한의 경제 분야 공식문헌인 경제연구를
정독하는 것의 의미와,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북한 당국 및 경제학자들의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7) 둘째, 북한식 문맥이 가지는 해석상의 문제들과 함께, 핵심단
어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경제정책 기조, 특히 개혁정책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
다.8) 이 내용은 문맥색채분석 중 개혁적 내용을 분석하는 색상 분석의 기초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키워드 중심으로 개혁성을 분류하는 동 분석 기법의 유효성을 뒷받
침하고 있다.
셋째, 동 해석론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활용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강조점을
달리 하는 북한 문헌의 문맥 전개방법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9)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내용의 무게감을 더하는 효과에
착안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권위도(명도)분석은 권위 효과를 일반화하고 모델링하
는 분석방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동 해석론은 당위적 표현인 “- 하여야
한다” 어미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 현실을 유추하는 여러 가지 문맥 해석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10) 본 연구의 문맥색채분석에서는, 동 해석론의 당위적 표현이 가지는
독특한 문맥적 특성과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당위적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메시지
전달력을 일반화하여 논문의 채도 분석 즉 선명도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문맥색채분석의 세 가지 분석방법인 개혁성(색상), 권위도(명도), 선명도(채도) 분석
은 “양의 경제연구 해석론”에 그 원리적 토대와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혁성(색상)분석은 이창희(2009)의 개혁성 분석과 유사하며
이를 더욱 세분화 및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권위도(명도)분석은 기독교 신학
의 해석학과 설교학의 원리를 북한문헌에 응용한 것이며, 선명도(채도)분석은 언어학
과 국어학의 의미론과 화행론이 그 학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연구에 나타난 개혁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고안된 분석틀인 문맥색채분석법을 활용한다면, 33년간 455개의 논문들에
6) “양의 경제연구 문맥해석론”을 본 연구에서 “동 해석론”으로 줄여서 칭하기로 한다.
7) 양문수 2009, 7-8, 56-57.
8) 양문수 2009, 19-56.
9) 양문수 2009, 15-17.
10) 양문수 20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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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개혁성이 색조(개혁적 내용의 수준), 명도(최고지도자 권위 인용의 강도), 그리
고 채도(내용의 전달력과 선명도)라는 세 측면에서, 어떤 색상과 양태로 시계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가 분석될 수 있다.
<그림 2> 문맥색채분석법의 구성체계 (Hierarchy of Context Color Analysis)

2. 개혁성(색상)분석, 권위도(명도)분석, 선명도(채도)분석의 원리와 방법론
1) 개혁성(색상)분석의 원리와 적용방법
(1) 방법론의 의의
경제연구의 개별 논문들을 개혁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수화하여 시계열로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이창희(2009)는 1986년부터 1999년까지의 경제연구
전 논문에서 개혁성을 네 단계로 평가 분류하고 평가하였다. 그는 분석을 통해 경제정
책 기조가 개혁과 보수라는 절충적이고 이중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경제연구의 논문들을 개혁성에 따라 등급화 내지 지수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상당
한 장점이 있다. 시기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서는 개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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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자료들와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경제지표를 찾아내어 개혁성 변동과 연결된
다른 경제요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2) 방법론의 원리
기존에 시도되었던 경제연구 논문에 대한 시계열적 개혁성 분석은 몇 가지 한계
또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평가 분류작업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해
내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다른 연구자 분석하여도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객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한 논문을 개혁성 4단계
정도의 한 가지 숫자로만 평가하기에는 그 분석결과가 너무 단순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이창희(2009) 연구가 가진 몇 가지 한계점들
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의미한 분석틀을 추가적으로 고안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개
혁성”의 개념을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개혁정책적 변화의
일반적 특징으로부터 도출하였으며, 이를 “개혁성”의 하부개념에 해당하는 세 가지
지표로 세분화하였다.
코르나이(Kornai 1992)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일당독재
정치구조, 국가적 소유제, 관료적 조정기제 중 한 곳 이상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를
개혁(Reform)이라고 보았다. 그는 개혁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변화가 일어나는 측면의 깊이(deep)로서 정치구조, 소유제
도, 조정기제 등의 깊은 블록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변화 수준의
철저함(radical)으로 부분적이거나 적당한 변화가 아니라 상당히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변화가 완전한 시스템의 변화, 즉 정치구조가
완전하게 바뀌는 혁명(Revolution)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11)
샤방스(Chavance 1994)는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경제 “개혁”을 다른 표현으로 정의
내렸다. 그는 “경제적 성과와 시스템 기능의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는, 일련의 제도적
조치들을 수반하는 거대한 규모의 변환”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국가적
소유제와 일당독재 정치의 기본구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는
개혁의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째는 중앙의 계획기능이 완화되는 시스템적 조정이

11) Janos Kornai 1992,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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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둘째는 중앙 계획기능의 중단과 같은 중대한 제도적 변경이라는 것이었다.12)
코르나이와 샤방스가 “개혁” 개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관료적 조정기
제의 약화 내제 해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기업관리
권한의 완화 내지 중단의 형태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코르나이와 샤방스의 공통된
개혁성 정의에 근거하여, 첫번째의 개혁성 요소를 “권한분산도”(Decentralization)로
정의한다.
두번째 개혁성 요소는, 첫번째 요소인 중앙의 계획과 통제가 완화 및 해체되는
가운데, 이러한 계획 및 통제력이 기업 내에서 차지했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해 가는
요소로서, 자체적인 기업경영의 원리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적 원리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장원리 수용도”(Adoption of Market Principles)
지표로 정의하는데, 북한의 경제용어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기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제적 공간(經濟的 槓杆)13)으로 표현된다.
세 번째 개혁성 요소는 “성과지향도”(Performance Orientation) 지표이다. 이
요소는 스스로 개혁성 효과를 직접적으로 가져 오지는 않으나, 첫 번째 및 두 번째
개혁성 요소를 강화 및 촉진시키는 환경의 조성 또는 동기 부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지표는 공장 및 기업체의 운영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 철저히 경제적 실리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지향도”는 “권한분산도”와
“시장원리 수용도” 요소를 더욱 강화 및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4)

12) Bernard Chavance 1994, 3.
13) 경제사전(1985)은 경제적 공간을 “경제단위들의 경영활동을 계산, 통제, 자극하는 원가, 리윤,
상금 등 경제범주”로 정의하였고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 110), 주체의 경제관리
리론(1992)에서는 경제적 공간을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지만 (박영근 김철제 외 1992, 97), 렴병호(2019)는 경제적 공간을 물질적 자극 등 로동보
수 공간과 원가 이윤 등 가치법칙과 관련된 전통적인 경제적 공간 외에도, 수요 공급 가격 등
기업의 가격제정 공간과 화폐 신용 등 재정관리 공간 등을 현시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그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렴병호,
2019, 17-18).
14) 본 연구에 도입된 문맥색채분석에서 이들 세 요소는 각각 구조, 내용, 목표라는 틀로서 개념화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은 개혁성이라는 색상 분석의 하부 개념으로서 “색의 삼원색(三原色)”에 대
응시켜 “개혁성(색상) 분석의 3원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 요소는 개념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인 요소로서 설계되었지만, 실증적으로는 시기별로 다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의미있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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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2009)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개혁성 평가의
단순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뒤에서 설명
되는 권위도(명도) 분석 및 선명도(채도) 분석은 개혁성을 평가하는 추가적인 지표이
다. 같은 수준으로 개혁성이 높은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권위도 또는 선명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완성도와 전달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 지수가 모두 높은 논문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시계열로 표시할 경우에는 시기별로 상당한 시사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3> 개혁성 분석의 원리와 측정방법

(3) 방법론의 적용방법
개혁성의 세 지표는 “지표 핵심어”의 문단단위 빈도율로 측정하기로 한다. 지표
핵심어는 개혁성의 내용을 독립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단어 또는 어귀로
서, 이를 기준으로 한 논문의 전체 문단의 수에 대비하여 핵심어가 등장한 문단의
수를 비율로 측정하게 된다. 지표 핵심어는 각 개혁성 요소별로 그 특성에 맞게 도출되
고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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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권한분산도(Decentralization)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약화 내지 완화하는 지표핵심어가 들어가 있는 문단의 수를 전체 문단 수 대비 백분율
로 표시한다. 권한분산도에 +1이 가산되게 하는 지표 핵심어로서 “독립채산제”, “경
영상 상대적 독자성”, 공장 기업소 등 아래 단위의 “독자성/주도성/책임성15)과 창발
성/자발성/적극성/주동성”, “실제적 경영권”, “계획권”, “생산조직관리권”, “제품개
발권”, “품질관리권”, “무역권”, “합영 합작권”, “로력관리권”, “재정관리권” 등이 포함
된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중앙집권적 경제지도 권한을 나타내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계획적 지도/관리”, “대안의 사업체계”,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계획의
일원화 세분화” 등 표현은 권한분산도 -1 즉 부(負)의 문단수로 별로 계산된다. 또한
한 문단 내에 두가지 서로 상반된 핵심어가 상존할 경우에는 그 문단을 권한분산도
“0” 문단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둘째, 시장원리수용도(Adoption of Market Principle)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공간
으로 부르는 개념으로서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정리하였다. ① 분배법칙
내지 로력관리의 영역에는 “사회주의 분배(원칙)”,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 “노동에
의한 분배원칙”, “상금”, “장려금”, “물질적 자극(관심)”16) 등 핵심어가 있다. ② 가치법
칙 내지 원가관리의 영역으로서 “원가”, “이윤”, “가격”, “수익성”, “생산성”, “가치법
칙”, “경제적공간” 등 핵심어가 포함된다. ③ 자재조달관리의 영역으로 “주문”, “계약”,
“가격”, “시장”17) 등의 표현이 경제원리수용도의 핵심 지표어가 된다. ④ 판매 및 가격
관리 영역으로서 “수요”, “공급”, “수공급”, “가격(제정)” 등 표현이 포함된다. ⑤ 재정관
리의 영역에는 “류동자금”, “재정”, “신용”, “화폐”18) 등 표현이 계산된다.
셋째, 성과지향도(Performance Orientation)는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지표
핵심어를 포함한 문단의 비율로 측정된다. 그 핵심어에는 “실리”, “리익”, “리득”,

15) 기업체의 경영상 독자적 권한을 명확히 표현하는 핵심어로 제한하기 위하여 “독자성”, “주도성”,
“책임성” 중 한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권한분산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16) “정치/도덕적 자극(관심)”은 경제원리수용도에 부(負)의 문단수로 계산된고, 그 표현이 한 문단
내에서 경제원리수용도 양(陽)의 핵심어와 상존할 경우에는 그 문단을 경제원리수용도 “0” 문단
으로 처리한다.
17) 가격, 시장 등 단어는 경제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업관리 측면에 한정하여 사용된 표현만
계산한다.
18) 재정, 신용, 화폐 등 단어는 경제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경영 및 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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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손실”, “손익”, “경제적 성과” 등이 있다.
이러한 세 요소 간의 합성 비율을 “개혁성지수”로 정의하여 한 논문의 개혁성을
대표하는 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개혁성 지수는 R = 표준화(D) + 표준화(M)
+ 표준화(P) 로 공식화하기로 한다. 개혁성지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값, 권한분산도,
시장원리수용도, 성과지향도의 각각의 값들이 분포하는 스케일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값들에 대등한 가중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반영한 표준화값을 구하여 이 세 표준화값을 더한 값을 최종적으로 개혁성지수로
정의한다.19)
여기서 권한분산도 D는 해당 논문의 전체 문단 수 중 권한분산 지표핵심어가 포함
된 문단수의 비율, 즉 D = [권한분산 지표핵심어 포함 문단의 수] / [전체 문단의
수] 이며, 시장원리수용도 M은 해당 논문의 전체 문단 수 중 시장원리 지표핵심어가
포함된 문단 수의 비율, 즉 M = [시장원리 지표핵심어 포함 문단의 수] / [전체 문단의
수] 이고, 성과지향도 P는 해당 논문의 전체 문단 수 중 성과지향 지표핵심어가 포함된
문단 수의 비율, 즉 P = [성과지향 지표핵심어 포함 문단의 수] / [전체 문단의 수]
이다.

2) 권위도(명도)분석의 원리와 적용방법
(1) 방법론의 의의
북한 문헌과 종교 문헌, 특히 기독교 문헌 간에는 매우 유사한 형식적 내용적 원칙이
관찰된다. 성서해석문 또는 설교문과 같은 기독교 문헌은 항상 성서의 구절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세상사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지혜나 해결책 또는 원칙적 대응자세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20)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두 가지 부류의 문헌군이 가지는 공통점은 최고 권위의 문언과 필자(또는
성직자)의 주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적 구조적 연결성의 견고함이
그 주장의 권위, 설득력 및 파급력의 기초가 된다는 점일 것이다.
19) “[해당값 - 평균값] / 표준편차”의 과정을 통하여 해당값을 표준화값으로 전환한 후, 이를 활용
함으로써 서로 다른 스케일을 가진 각각의 값들은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상태로 변환된다.
20) 성서 구절을 읽는 것과 함께 설교가 시작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것으로 보인
다. 예수도 회당에서 성서를 읽은 후에 설교하였다(마가복음 4:1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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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문맥색채분석의 권위도(명도)분석은, 색상분석이 개혁성 내
용 그 자체를 다루 것과는 달리, 각 논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견고함 또는 권위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이다. 최고지도자 어록의 내용과
논문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논문의 주장이
최고지도자 메시지라는 최상위 권위에 얼마나 견고히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방법론의 원리
기독교 신학의 성서해석학과 설교학에서 성경의 구절을 어떤 원칙과 방법에 입각하
여 해석하여야 하는가를 둘러싼 해석의 관점과 내용에 대한 논쟁은 수천년의 역사에
걸쳐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분리는 물론이고 수많은 기독교
교파 간의 갈등과 분리, 그리고 경쟁 또한 이러한 논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해석학적 주제는 학술적 측면에서 기독교 신학의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동시에 설교나 강론 등의 형식을 통하여, 복잡한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평신도들에게, 어떤 원칙적이면서도 신앙적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하는 모든 성직자들
이 매일매일 연구하고 고민하는 일상적 과제이기도 하다.
기독교 신학의 성서해석학은 물론이고 설교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간주
되는 것은 설교가 성서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펠프스(Phelps 1908)는 “설
교의 순수한 개념은 성경에 포함된 종교적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구두로 연설
하는 것”이라고 했다.21) 한마디로 설교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설교는
성경의 말씀을 주해(註解)하는 것으로, 설교자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22)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은 성직자가 임의로 설교의
내용을 정해 놓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 성서 본문을 임의로 정하거나 무시하는 성직자
에게는 매우 유혹적일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는 성서
본문과 일치해야 하며, 설교의 주제가 성서의 본문에서 나오는 순서를 지키라고 강조
한다.23)
21) A, Phelps 1908, 28; 배굉호 옮김 1999, 26에서 재인용.
22) 배굉호 1999, 32.
23) 배굉호 1999,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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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해석학자 오스본(Osborne 2006)은 성경해석학 총론에서 성서 본문 구절이
갖는 권위와 해석 적용 시에 권위가 약화되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4)
“성경에는 본질적으로 권위에 대한 관념이 내재한다. 이는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어구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신약에서 사도적 권위가 하나님이 부여
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략) “아래 그림25)에
서 볼 수 있듯이, 본문에서 읽기와 적용으로 나아갈 때, 권위의 수준은 내려간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화가 가능한 한 우리 해석에 가깝다는 점과 이것이 결국 본문/저자
의 원 의미/의도된 의미에 일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위로 움직여야
한다.”
<그림 4> 권위에 대한 흐름

(3) 방법론의 적용방법
본 논문에서는 위의 권위도 원리를 경제연구 개별논문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절대권위를 가지는 최고지도자의 어록과 논문 제목 및 내용의 일치도를 계량화하여
각 논문의 내용적 구조가 나타내는 권위도를 수치화하여 보여 준다.
각 논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최고지도자의 어록에 대한 인용문을 그 논문이 얼마나
강하게 지지하느냐를 정형화하여, 논문 내용의 권위 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최고지도자 인용문이 제목의 키워드들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살펴본다. 인용
문이 제목의 키워드들과 50% 이상 일치할 경우에는 0.5점을, 100% 일치할 경우에는
24) Grant Osborne 2006; 임요한 옮김 2017, p. 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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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을 부여 한다. 다음으로, 최고지도자 인용문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결론 단락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 즉 핵심단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한
다. 만약 그 내용이 50% 이상 일치하면 0.5점을 부여하고, 100% 일치하다면 1.0점을
부여한다. 이 두 가지 점수를 종합하기 위하여, 최종 채도점수는 제목의 일치점수와
결론문단 내용과의 일치점수를 합하여, 0.5점이면 “약한 지지”로, 1.0점이면 “보통
지지”로, 1.5점이면 “견고한 지지”로 2.0점이면 “강력한 지지”로 분류하여 평가하기
로 한다.
<그림 5> 명도분석 프로세스 (Lightness Analysis Process)

3) 선명도(채도)분석의 원리와 적용방법

(1) 방법론의 의의
문맥색채분석에 있어서 선명도(채도,Chroma)분석은 색의 3요소 중 채도에서 차용
된 것으로, 논문의 밀도(Density) 내지 선명도(Definition)를 나타내기 위한 분석이
다. 이는 경제연구의 각 논문이 독자에게 전달하는 내용 전달의 밀도 내지 선명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고안된 분석 방법이다.
채도가 높은 논문은 독자들에게 더욱 생동감 있고 선명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가진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6) 따라서 경제연구에서 채도가 높게 나타난 논문은 채도가

26) 이는 색상으로 비유했을 때, 들판의 잘 익은 벼의 색 보다는 같은 색상과 명도를 가진
개나리가 더욱 우리 눈에 선명하게 받아 들여 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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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논문에 비해 독자들에게 주제가 더욱 선명하게 전해질 것이고, 나아가 그들의
행동과 실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과정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방법론의 원리
채도분석은 기본적으로 언어학과 국문학의 의미론(意味論)과 화행론(話行論)27)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미가 ‘~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문단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어미가 화행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어의 조동사 should, could, must처럼 한국어에서는 필자 또는
화자가 이러한 어미의 형태를 통하여 독자나 청자가 어떤 행동을 유발하거나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연구에 수록된 논문
중 이와 같은 형태의 어미를 사용한 문단에 주목하여 채도분석 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 하여야 한다’28) 형태의 어미가 갖는 의미론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학에서는 ‘- 하여야 한다’의 의미를 크게 ‘당위’, ‘의무’, ‘강제’ 로 구분하고 있다.
최현배(1937)29)는 최초로 이러한 어미가 ‘당위’의 의미를 내포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는 보조용언을 20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그 중 ‘-하여야 한다’를 ‘당위’의 보조동사
라고 규정하였다. 이필영(2004)30)은 이전 연구와는 달리 ‘~ 하여야 한다.’를 ‘인지적
양태’로 분류하면서, 그 의미를 ‘어떤 명제 내용에 대한 당위성 판단’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이선웅(1995)은 보조용언이 가지는 양태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양태, 의무
양태, 인식 양태로 분류하였고, ‘- 하여야 한다’를 ‘의무’양태로 규정하였다. 안주호
27) 1960년대 영국의 언어학자들이 처음 체계화한 언어학 이론이다. 화행은 언어행위(言語

行爲, Speech Act)를 뜻하며, 영국의 심리철학자 John Austin은 그의 저서 How to
Do Things with Words (1962)에서 언어행위를 “한 집단 구성원이 방해받지 않고 생
산한 하나의 발언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특정 행위나 기능으로 받아들여지는 집단적 상
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28) ‘- 하여야 한다’는 구어체에서 ‘- 하여야 된다’의 형태로도 많이 쓰이며, ‘-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도 쓰이지만, 경제연구에서는 대부분 ‘- 하여야 한다.’의 형식으로 표현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도 모두 같은 것으로 분류하여 분석 한다.
29) 최현배 1937, 143-211.
30) 이필영 2004, 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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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1)의 연구는 ‘- 하여야 한다’를 ‘의무’양태의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화자의
명제내용 실현에 대한 의지의 정도성을 기준으로 이러한 의미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 하여야 한다’32)는 형태의 어미가 갖는 화행론적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화행(speech act)이란, 말을 통해서 사람이 목적을 달성한다는 사실을 일컫는
다. 화자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토대로, 즉 청자가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토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한다.33) 하임스(Hymes 1974)는
언어의 기능을 7가지로 나눈 바 있는데, 감정표시 기능, 명령의 기능, 사교(의례)의
기능, 시적 기능, 지시 기능, 상위언어 기능, 맥락 기능 등이 그것이다. 쥬울(Yule
1996)은 언어행위를 수행 가설에 따른 수행동사로 분석하는 대신 그 행위들에 의하여
다섯 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선언, 묘사, 표현, 지시, 그리고 의뢰가 그것이다.34)
강현화(2007)는 한국어교육의 의사소통 기능항목을 분류하면서, 생각 표현하기, 느
낌 표현하기, 친교 활동, 일상적 대인 관계, 지시적 화행, 의견 교환, 정보 문제 해결,
선언 활동, 창조적 활동 등으로 개념화하고 지시적 화행 속에 부탁과 요청 및 지시와
명령을 포함시켰다.35)
안주호(2005)는 ‘- 하여야 한다’를 의무양태의 일종으로 보았고, 화자 또는 제3자
가 명제내용의 실현에 대한 강도를 중심으로 의미를 나누었다. 기본적으로 의무양태
는 화자 또는 다른 어떤 요소(사회, 윤리, 관습 등)가 청자 또는 문장의 주어에게
어떤 행위를 부과하거나, 또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리하였다. ‘- 하여야 한다’는 의무양태 중에서도 ‘필연성’, ‘강제성’ 단계를 나타내는
표현 구문으로서, 화자 또는 사회가 청자나 문장의 주어에게 명제의 내용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36)
본고에서 당위성 명령문으로 정의한 ‘- 하여야 한다’ 어미는 언어학과 국어학에서
31) 안주호 2005, 379-389.
32) 문어체에서는 대부분이 “- 하여야 한다” 형태로, 구어체에서 “- 하여야 된다” 형태로도

33)
34)
35)
36)

많이 쓰이며, 가끔씩은 “-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형태로도 쓰인다. 경제연구에서는
대부분 “- 하여야 한다”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어미형
태도 모두 같은 것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강현화 2007, 7.
강현화 2007, 7.
강현화 2007, 8.
안주호 2005,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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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성, 강제성, 그리고 당위성과 의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필자가 독자에게
강력한 권위를 나타내는 내는 상호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당위성 명령문
이 많이 들어간 논문들이 다른 논문들과 비교하였을 때 독자들 앞으로 내용을 전달함
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무게감과 선명도를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전달의 선명도 특성은, 필자와 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논문이
담아내고 있는 경제정책의 수행 ‘과정’ 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방법론의 적용방법
선명도(채도)분석은 문단을 구성하는 문단들이 얼마나 선명한 문체로 전달되는지를
계산하여 각 논문에 나타난 정책 구성요소들이 얼마나 확정적이고 선명하게 전달되는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논문을 구성하는 각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서술어가 ‘- 하여야 한다’ 라는 식의 당위성 명령문으로 끝나는 문단의 개수를 계산하
여 계량화된 수치로 이용한다. 당위성 명령문으로 끝나는 문단의 개수가 논문 전체의
문단 개수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 값으로 표시하여 선명도 값으로 정의한
다. 즉, 선명도 값 = [당위성 명령문으로 종료되는 문단의 수] / [전체 문단의 수]
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그림 6> 채도분석 프로세스 (Chroma Ana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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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관리 정책의 개혁성 변동과 시기별 특징
기업관리 체계의 개혁성에 대한 분석은 북한경제 전반의 개혁정책을 판단함에 있어
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2018년 산업별 GDP 비중 추계
에 따르면, 기업관리 체계가 적용되는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의 비중은
43.7%이고 이에 서비스업을 더할 경우 그 비중은 76.7%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기업관리 체계는 국가경제계획 체계, 노동인력 정책, 시장 및 가격 체계, 대외무역
정책 등 많은 경제정책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운영 시스템과 경제정책
의 방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기 구분을 위하여 최고 정치지도자의 변동, 주요 경제적 사건(이벤트),
주요 경제 개혁정책 등 세가지 요소가 감안하였다. 먼저, 김일성 주석의 1994년 7월
사망과 김정일 위원장의 2011년 12월 사망과 함께 그 이전 시기부터 진행되었을
권력 승계 작업과 후계 지도자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 발생한 경제적 변동으로 인식되어야 할 가장 큰 사건은 “고난의 행군” 이라고
일컫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 대위기와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전후의 변화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북한 경제의 개혁적 정책으로서 2002년 7.1경제조치와 2013년
전후로 부터 김정은 정권에 의하여 체계화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정착이다.
따라서, 크게는 2010년대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나눌 수 있고, 세 시기로 구분한
다면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2010년대의 세 시기로 나뉘어 분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더욱 맞춘다면 2010년대는 다시 2013년에 본격적
으로 등장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37) 실시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영향력이 사실한 작동하기 시작한 2010
년대를 기본적인 한 시기로 구분하되,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이전
과 이후 시기로 나뉘어서 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37) 2013년 4월 2일자 로동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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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대 이전 시기의 개혁성 변동의 양상
개혁성에 대한 최종적인 분석결과는 아래의 그래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7> 연도별 개혁성 지수 및 구성요소

상기의 분석을 통하여 시기별로 개혁적 정책의 추세와 유형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1986년~1999년은 보수적 정책이 우세한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뚜렷
한 한 방향의 트렌드를 보이지 않으면서 보수적 성향과 개혁적 성향이 짧게 반복되는
추세를 보이는 시기로 분석된다.38) 즉, 개혁성 우위의 정책과 보수적 사회주의 정책이
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는 가운데, 그 순환의 주기는 비교적 짧을 뿐 아니라, 때로는
같은 연도에도 양 정책적 성향이 혼재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목할 만한 한가지 추세는 개혁성 지수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권한분산도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상승추세를 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추세는 비슷한
양상의 시장원리수용도와 결합되면서 1990년대 후반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혁성
38) 개혁성 지수는 1986년부터 1999년 14개년 동안 1986년과 1997년을 제외한 12개년 동안 음
(陰)의 개혁성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개혁성의 주요 변수인 권한분산도와 시장원리수용
도는 짧게 등락을 거듭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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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하는 총체적 경제위기인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하여, 경제의 전반적인 부(負)의 성장 속에서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혁적 정책을 단기적으로 활용하다 다시 보수적 정책으로 회귀하는 순환적
양상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000년~2009년 사이에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개혁적 정책이 한동안
두드러지게 전개되다가 다시 보수적 정책으로 회귀하는 추세가 분석의 결과이다.
개혁적 정책은 주문제와 일부 시장에 대한 공식적 인정 등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원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실리적 성과 위주의 자율적 기업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이 시기 전체의 개혁성 지수의 평균적 수준은 0.46로서 2010년대의 1.13 보다
높지 않으나, 개혁성 지수는 2004년 -0.5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이어 가고 있다. 이는 권한분산지수가 2003년 -0.49 이후 2008
년 까지 계속 양(陽)의 지수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의 개혁적 7.1경제조치가 경제전반에 그 자리를 잡아나가는 모습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성과지향도가 세 기간 중 가장 높은 0.80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개혁성지수를 지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시장원리 수용도는 세 기간 중 가장 낮은
-0.47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시장원리 수용도 보다는 성과지
향도 중심으로 경제개혁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시기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정리된 경제원리를 수용하거나 제도적 장치에 의한 분권화 등
체계적인 개혁적 조치 보다는 다소 모호하고 덜 체계적인 ‘최대한의 실리를 강조’하는
논리가 앞세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개혁적인 또는 보수적인 상이한 두 가지 정책의 경향들이 반복되고 있지
만, 1990년대와 비교하였을 때 개혁적 보수적 시기와 그 내용이 더욱 분명해졌으며
양 정책의 순환주기 또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난 체제
붕괴 수준의 경제 위기를 벗어난 경제 상황에서, 개혁 및 보수적 정책이 순환하되
그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개혁정책의 변동성이 낮아져서 개혁적 정책의 안정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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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대의 개혁성 변동의 양상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2010년대 세 시기별로 개혁성 지수, 권위도 지수, 선명
도 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기별 문맥색채분석 결과 요약
구분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2010년대

평 균
(표준편차)

-1.06
(1.84)

0.46
(1.40)

1.13
(1.17)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0.29
(1.12)
0.04
(1.06)

0.14
(1.01)
-0.47
(0.45)

0.29
(0.74)
0.46
(1.20)

성과지향도

평 균
(표준편차)

-0.82
(0.56)

0.80
(0.66)

0.39
(0.93)

권위도 지수
(명도)

평 균
(표준편차)

0.14
(0.75)

-0.48
(0.95)

0.32
(1.27)

선명도 지수
(채도)

평 균
(표준편차)

-0.35
(0.72)

-0.32
(0.60)

0.90
(1.23)

개혁성 지수
(색상)
권한분산도
시장원리수용도

2010년대의 개혁성지수를 살펴보면, 이전 시기 보다 2배 이상 높은 개혁성지수(평
균 1.13)를 보여주고 있으며 개혁성 지수의 변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장 중요한 개혁성 구성요소인 권한분산도를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진
다. 권한분산도가 2000년대 이전 시기에는 평균 -0.29를 기록하던 것이 0.29 수준
까지 꾸준히 상승했을 뿐 아니라 그 변동성 또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분권화를 중심으로 한 기업관리 정책의 개혁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원리수용도 또한 이전 어떤 시기 보다 높은 수준(평균 0.46)을 보여 준다. 2000
년대와 비교할 경우, 2000년대의 개혁성 지수는 시장원리수용도 보다는 성과지향도
를 중심으로 견인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10년대에는 반대로 나타난다. 이것
은 2000년대의 개혁정책이 “최대한의 실리” 등을 앞세움으로써 다소 이론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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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으로 모호해 보였던 개혁 정책들이 보다 체계적인 시장경제원리 중심의 정책으
로 한 단계 성숙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문맥색채분석 결과

구 분

개혁성지수

권한분산도

시장원리
수용도

성과지향도

권위도지수

선명도지수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11
-3.17
-3.02
-2.03
-2.25
-0.93
-1.33
-2.67
-2.53
-0.58
-0.33
3.61
-0.65
-0.06
-0.52
1.89
0.97
0.21
-0.55
1.04
1.70
1.42
1.19
-2.70
3.50
2.08
1.32
-0.26
0.32
0.16
1.10
1.61
0.36

2.16
-0.77
-2.04
-0.31
-0.47
-0.25
-1.37
-0.43
-1.49
0.28
-0.18
1.72
-0.44
-0.41
-0.61
1.69
-0.18
-0.49
0.88
0.94
0.65
0.27
0.20
-1.94
-0.19
-0.21
-0.07
-0.35
-0.29
0.13
0.58
1.54
1.45

0.19
-1.45
0.49
-1.09
-0.80
-0.56
0.97
-0.96
-0.06
0.09
1.02
2.56
0.63
-0.43
-0.70
-0.64
-0.08
-1.02
-1.31
-0.29
0.13
-0.05
-0.39
-0.40
3.10
1.33
-1.08
0.59
0.39
-0.15
0.10
0.30
-0.44

-1.24
-0.95
-1.47
-0.63
-0.98
-0.12
-0.93
-1.28
-0.99
-0.95
-1.17
-0.67
-0.84
0.78
0.78
0.84
1.22
1.71
-0.12
0.39
0.92
1.20
1.38
-0.36
0.59
0.95
2.47
-0.50
0.22
0.18
0.42
-0.22
-0.65

1.04
0.39
1.24
0.43
0.02
1.09
0.39
-0.99
-0.38
-0.38
-0.99
0.63
-0.79
0.23
-1.80
-0.79
-0.99
-1.19
-0.99
0.18
0.23
0.28
-1.11
1.36
3.06
0.28
0.02
0.51
1.39
-0.03
-0.45
-0.58
-1.31

-1.34
-1.21
-0.14
-0.98
-0.63
-0.84
0.67
-0.07
-0.03
-0.55
-0.75
1.30
-0.15
-0.13
-1.00
-0.84
-0.73
0.71
-0.80
-0.36
-0.00
0.10
-0.74
0.44
-1.75
0.76
1.48
0.56
1.16
2.69
0.25
1.1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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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7년에 대한 분석결과는 개혁적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및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으로 체계화되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개
혁적 정책은 기업 등 경제 참여자들이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와 기업의 실제적인
경영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장 및 독려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강조된다. 보수적
정책은 소유제도 등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형식적 수준으로 그 의미가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개혁적 정책이 일방적인 우위를 지키며 그 내용적으로도
계속 확장 및 제도화되어가는 등 개혁 일변도의 경향이 분명해 지고 있다.

3. 김정은 시대의 기업관리 정책의 개혁성
2014년 이후부터는 권한분산도가 부(負)의 값을 나타낸 해가 한 해도 없으며, 오히
려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개혁성 지수는 2014년
부터 지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2015년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정착되는 모습39)
과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연구 2015년 1호에서 장경환이
“공업기업소의 화폐축적과 분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서, “모든 일군들은 경제
조직사업과 기업관리를 짜고들어 화폐축적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회
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원만히 실시하여나가야 한다.”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경제연구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기업관리 정책의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40)
과거 시기에 “독립채산제”나 “상대적 경영상의 독자성”으로 표현되었던 권한분산도는
2010년대 중반부터는 “실제적 경영권”과 함께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회주의기업책임
관리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관리 체계의 분권화 정책이 경제학술지

39) 노동당 기관지 ≪근로자≫ 2014년 9월호에서,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우리식 경제관
리방법’ 확립의 필요성, 기본원칙, 중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
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40)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기업관리 정책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
한 것은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인 변화의 추이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함께
질적 분석이 함께 결합될 경우, 그 해석의 폭과 깊이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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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린 논문의 내용으로 주장되는 파급력과 구속력 수준을 넘어서서 법제화 등을
통하여 사회적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11월과 2015년 5월에 기업소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와 기업의 실제적인 경영권들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었다.41) 또한 2019년
4월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33조에 처음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명시되었다.42) 이는 이 제도가 과거의 분권화 정책처럼 일시적으로 전진 후퇴를 반복
할 수 있는 임시방편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기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시장원리수용도, 즉 경제적 공간의 내용이 갖는 질적 차이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즉, 북한 경제문헌에 전통적으로 등장했던
경제적 공간인 로동분배 법칙의 공간과 원가가치 법칙의 공간 외에도, 자재조달과
관련된 가격 및 시장 공간, 판매관리와 관련된 가격제정 공간, 그리고 신용 화폐 정책
이 기업체 내에 구현되는 재정관리 공간 등이 새롭게 강조되어 확장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기업관리 정책과 관련된 경제적 공간으로서 시장 및 가격 공간의 변화
는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010년대 이전에는, 기업체들의 시장 및 가격 공간
의 활용을 제시하되, 생산재와 원료 등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고, “주문제”43), “계약
방식”44) 등의 개념을 통하여 반드시 사회주의 원칙의 전제 하에 부분적이고 부차적으
로 활용하도록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와서는, 기업체의 시장 참여방식이, 그 대상에서 생산재에만
국한되지도 않게 되었으며, “계약규율 강화”45)라는 개념의 단계를 거쳐 “주문계약”46)
이라는 전형적인 시장거래의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시장거래 방식을 통한 적극
적 거래활동이 기업의 정규적인 기업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이러한 활동이 2010년대 후반에는 기업의 “가격제정권”47)과 “판매권“48)이라는
41) 양문수 2017, 86-87.
42) ≪내나라≫ 2019년 7월 11일, www.naenara.com.kp “대안의 사업체계”가 삭제되고 “사회주
의기업책임관리제”가 명시되었다.
43) 리광일 2004, 31.
44) 리장희 2002, 24.
45) 차정경 2014, 20-23.
46) 김성철 2015, 7, 김경옥 20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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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정리되어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시대의 기업관리 정책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또하나 중요한
부문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영효율성의 제고방안에 대한 높은 전략적 관심이다.
이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새로운 구호가 금년도 개정 헌법에도 처음으로 명문
화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김정은 정권은 과학기술과 기업경
영의 결합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함께, 경제 전반의 발전과 성장의 기본전략으로서
과학기술을 그 중심에 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6년부터 2018년까지의 경제연구 논문 중, 과학 기술 관련 논문과 일반 기업경
영의 효율성 제고를 담은 논문의 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과학/기술 및 경영효율성 내용 논문의 수
(단위: 개수)

구분

과학/기술

경영 효율성

계

1986년~1999년
(평균 / 비중)

17
(1.2 / 30.4%)

39
(2.8)

56
(4.0)

2000년~2009년
(평균 / 비중)

19
(1.9 / 32.8%)

39
(3.9)

58
(5.8)

2010년~2018년
(평균 / 비중)

60
(6.7 / 46.2%)

70
(7.8)

130
(14.5)

전기간
(평균 / 비중)

96
(2.9 / 39.3%)

148
(4.5)

244
(7.4)

2010년대의 과학기술 관련 논문의 수는 연간 평균 6.7개로써 과거 어느 시기보다
많으며, 일반 경영효율성 논문과의 상대적 비율 면에서도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과학 기술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7) 김광혁 2016, 42-44, 렴병호 2019, 17-18.
48) 양문수 2017, 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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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관리 정책의 권위도 및 선명도 분석
1. 권위도 및 선명도 분석의 의미
본 연구가 개혁성(색상) 분석과 함께 권위도(명도) 및 선명도(채도)를 동시에 분석하
는 기본적인 이유이자 의미는, 첫째 본 분석이 기업관리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는
데에 있다. 기업관리 정책은 경제정책으로서 내용과 함께 정책으로서의 일반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책의 내용 뿐 아니라 그 구조와 과정, 즉 어떤 권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전달 과정을 수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49), 북한의
기업관리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
이다.
권위도와 선명도에 대한 분석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둘째 본 연구가
“북한”의 정책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구조가
갖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정책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적 과정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정책적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북한 기업관리 정책이 가지는 구조적 및 과정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9) 정정길은 정책의 변화는 정책 “내용” 자체 즉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의 변화뿐만 아니
라, 정책집행 “방법과 절차”까지도 포함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정길 1989, 정책학원론,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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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 시대의 권위도와 선명도
<그림 8> 연도별 권위도 지수

<그림 9> 연도별 선명도 지수

먼저 권위도 지수를 살펴보면, 2010년대에는 최고지도자 메시지의 지지도가 평균
적으로 0.32로써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시기와
비교하여 최고지도자의 권위가 2010년대 논문들의 내용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0년대 전반의 권위도 지수는 평균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14년
1.39라는 높은 권위도를 보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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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점이다.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 만약, 이것이 새로운 추세라고 한다면, 경제정책과 관련된 메시지 전달의
권위와 관련하여 김정은 정권이 정책 상의 또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혁적 경제정책을 전달함에 있어서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권위가 과거처럼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메시지의 권위 구조 보다 정책의 내용과
체계에 더욱 중심을 실어나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선명도 지수 또한 과거 어떤 시기 보다 월등히 높은 지수(0.90)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논문들의 내용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소통력을 수반하고
있음을 추론하게 하며, 나아가 경제개혁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국가정책적
메시지의 장악력과 전달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전반적인 논문의 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에 선명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은
내용을 간결하되 직접적이며 실천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실용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대에 들어서서 특히 김정
은 정권의 개혁적 경제정책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으로 체계화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Ⅴ. 결 론
1. 주요 연구내용의 검토
첫째, 2014년 이후부터 권한분산도가 매년 양(陽)의 값을 나타낸 것에 힘입어,
개혁성 지수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 우리식 경제관
리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2015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정착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나 “상대적 경영상의 독자성”으로 표현되었던 권한분산도는 2010년
대 중반부터는 “실제적 경영권”과 함께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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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변화가 법제화 및 경제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경제적 공간으로 표현되는 시장원리수용도의 내용적 변화도 중요하다. 북한
경제문헌에 전통적으로 등장했던 경제적 공간인 로동분배 법칙의 공간과 원가가치
법칙의 공간 외에도, 자재조달과 관련된 가격 및 시장 공간, 판매관리와 관련된 가격제
정 공간, 그리고 신용 화폐 정책이 기업체 내에 구현되는 재정관리 공간 등이 새롭게
확장 및 강조되고 있다.
셋째, 김정은 시대의 기업관리 정책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문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영효율성의 제고방안에 대한 높은 전략적 관심이다. 이는 “전민과학기술인
재화”라는 새로운 구호가 금년도 개정 헌법에도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과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균적인 권위도(명도)와 선명도(채도) 지수 또한 김정은 정권에서 최
고조에 달하고 있어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선명한 메제지 전달력을 보여준다. 다만,
2014년 이후에 권위도가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
다. 이것이 정책 전달방식의 새로운 변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
된다.
결론적으로, 1986년부터 2018년까지 455편의 경제연구 논문의 개혁성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 개혁성 지수는 과거 어느 시기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보다 체계화된 개혁적 정책으로 체계화 및 제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명한 추세는 김정은 정권 하의 기업관리 정책이
그 개혁성에 있어서 양적 및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와 향후 계속될 유사한 관점의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대의 기업관리 정책의 개혁성은 과거 어느 시기 보다 양적 및 제도적
으로 높은 단계로 변화하여 왔다. 또한, 2017년 핵실험 이후 본격적으로 강화된 외부

김정은 정권의 기업관리 정책에 나타난 개혁성의 변화 양태 63

로부터의 경제제재 국면 속에서도 그 개혁적 정책변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50) 이러
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의 기업관리 관련 개혁적 정책의 불가역
성은 과거 어느 시기 보다 매우 높아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개혁정책의 방향 예측에 일조하고 있다. 향후
단계적 대외 개방정책이 실시되는 국면에 도달한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정책이 각
단계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때,
본 연구와 연결된 여러가지 의미있는 후속적 분석들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김정은 정권이 향후 맞이할 다양한 대외관계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경제개
혁 정책의 방향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향후 남북경
제협력 전략과 방안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 국가들에게 북한 개방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분담이 요구되거나, 북한
경제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경쟁적 상황에 봉착하였을 경우에, 북한 개혁정책 방향
및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와 얼마나 유효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본 연구의 한계 및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문맥색채분석이라는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김정은 시대의 기업
관리 정책을 개혁성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양적 분석에
수반되는 한계점과 필요한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혁성의 시기별 변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개혁성의
내적 논리구조와 경제적 정치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분석(Language Network Analysis)를 활용하
여 용어의 변화와 빈도를 포함한 의미연결망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배경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 또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50) 이 시기에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과 함께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가 본격화되었다. 한편
으로는 북한의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이 선언되고, 북미 비핵화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여러 가지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경제정책의 개혁성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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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맥색채분석의 분석틀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혁성, 권위도, 선명도 간의 상호관계
및 권한분산도, 시장원리수용도, 성과지향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시기별
개혁성 변동을 보다 입체적이며 의미있게 그려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권위도와 선명도가 반개혁적 문맥의 상황에서 측정되는 개별 상황을 추적하
여 이들 지표들을 재종합하는 연구는 본 개혁성 연구에 더욱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명도를 측정에 있어서 당위적 표현이 오히려 추구하는 정책이 잘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도 의미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물론, 이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설득력 있는 분석틀을 설계하는 작업
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연구로서, 북한의 기업
관리 정책이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어떻게 맞물려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후속적 분석 또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투 고 일: 2019.07.15.
심사완료일: 2019.08.01.
게 재 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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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the Reform Policy of Corporate
Management System under Kim Jong Un Government
in North Korea:
Focusing the Bibliometric Analysis
on the Papers of Gyeongjeyeongu from 1986 to 2018
Geechan Park

This paper is to comprehend the reform of corporate management system under Kim Jong Un government, through the bibliometric analysis on 455 papers in
Gyeongjeyeongu for 33 years. This analysis utilizes “Context Color Analysis”
which is designed to assess the Reform(Hue) index, the Authority(Lightness) index
and Clearness(Chroma) index on each paper of Gyeongjeyeongu. The Reform(Hue)
index in based on the sum of the values of Decentralization, Adoption of Market
Principle and Performance Orientation on the papers.
The reform policy of corporate management system under Kim Jong Un government is construed as going into the completely new stag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terms of Reform. The Reform index increased more than double
than the previous 10 years’ index value, which resulted from the continuous and
remarkable rises of the Decentralization value. It is also worth noticing the qualitative change of the corporate management policy, under which the relative business independence under independent profit system was newly institutionalized into the Socialist Corporate Management System.
This research could provid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on the strateg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well as the prediction of the economic reform policy under Kim Jong Un government.
Keywords: Kim Jong Un Government, Corporate Management Policy, Reform Index,

Context Color Analysis, Socialist Corporate Management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