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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튜브 채널 분석: ‘조선의 오늘’에 대한 이용자 반응과 텍스트

분석*

박한우
11)

요 약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북한의 대외 선전 유튜브 채널인 ‘조선의 오늘’에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한

이용자 반응과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조선의 오늘’ 유튜브에 첫 동영상이 올

라온 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 8월17일까지 총 8726개의 동영상 게시물을 분석했다. 국제사회

에 대한 군사적 위협용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기회’는 조회수, 좋아요, 싫어요 등 3개 지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조회수 최상위 10위에 들었던 다른 동영상은 생활문화·광고방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시기별로 분석하면 ‘통일’은 북한제재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시점

에서는 5회에 불과했으나 문 대통령 당선 후 30회, 판문점 회담 후 11회 언급됐다. ‘평화’는 유

엔 제재 때 6회, 싸드 배치 때 21회, 문 대통령 당선 후 32회, 판문점 회담 후 6회였다. 동영상

제목에 자주 사용된 단어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장’, ‘생산’, ‘기업’, ‘과학’ 등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와 관련된 단어가 상위에 랭크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의 오늘’ 유튜브 계정 개설

초기 주를 이뤘던 선전선동 목적 정치뉴스에서 차츰 벗어나 최근엔 상품 광고, 공장·전시회 소

개, 관광지 여행정보 등을 실으며 해외 관광객 유치와 상품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주요용어 : 북한, 유튜브,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통일.

1. 서론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

히 우리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증거와 사실이 아니라 추측과 소문으로 접근하고 있다. 낡은 정보

와 탈북자의 인터뷰에 의존하는 편이다. 나아가 우리는 북한의 인권, 빈곤, 핵무기 등의 정치적 이

슈에만 집중해 왔다. 혹은 북한에서 유통되는 남한 드라마와 노래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편향된 시각은 무엇보다 북한을 조사하고 분석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별한 허가를 받은 연구자를 제외한다면, 일반 연구자가 북한 내부에서 통용되는 자료

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외부에 개방된 북한 채널들 가운데, ‘조선

의 오늘’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의 오늘’은 2014년 12월 1일 홈페이지 형태로 처음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조국통

일, 관광, 역사 등을 주요 메뉴로 했다. 이 연구는 ‘조선의 오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이용자의 반응을 장기적인 추적을 통해 검토하여, 소셜미디어에서의 북한의

의사소통 과정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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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연구문제

2012년에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 출범을 전후하여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2009년 7월에는 북한 조선중앙TV에 시장자유주의 국가를 모방한 ‘대동

강 맥주’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다. Choi et al.(2017)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정권이 강조

한 국방부문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 생활향상과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북

한은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면서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부동산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Choi et al.은

수입품목을 분석하여, 북한이 기계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전자부문을 증가하면서 기존 제조업 중심

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는 두드러진다. 2011년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인 ‘강성네트’

가 생겼고 2015년에는 제3통신 사업자인 ‘별’이 탄생했다. 김일성대학교는 2014년에 홈페이지를 개

설하였다. 2016년에 착공한 ‘평양인터네트통신국’ 건물은 2018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정보

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Kim, 2017),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 6만 명에서 2016년 361

만 명으로 늘어났다. 인구 100인당 가입자 수는 14.2명 수준이다. 스마트폰도 20여종 안팎이라고

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평양의 20~50대 인구의 약 6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Park(2011)에 따르면, 북한의 정보화는 당과 중앙의 계획이 우선 적용되면서, 정보화를 중앙집권

적 권력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비핵화 이슈와 맞물리

면서 북한이 자국의 정치적 상황과 아젠다를 알리기 위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Song, 2013).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체제선전을 위해서 전통적 홈페이지를 사

용했으나 웹 2.0 시대에 부응하여 한국 정부가 차단하기 힘든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도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처음에는 서구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등을 사

용하다가 보안 등의 이유로 중국 서비스로 이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에 개방된 북한 채널들 가운데, ‘조선의 오늘’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대표적 정보원이다. ‘평양 모란봉 편집사’가 운영하는 ‘조선의 오늘’은 홈페이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조선의 오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의 시기별 분포와 이용반응을 조사한다. 나아가 동영상 제목의 텍스

트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 외부 공중에게 보내는 메지지의 종류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조선의 오늘’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게시 빈도는 시기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선의 오늘’에서 방송된 동영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조선의 오늘’을 통해서 북한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내용과 의도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데이터는 북한의 대외 선전채널인 ‘조선의 오늘’에서 내려 받기 하였다. 2014년 12월 19일에 첫

번째 동영상이 올라 온 이후, 2018년 8월 17일까지 총 8,726개가 게시되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하

여 유튜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Rieder, 2017). 유튜

브는 연구자들이 수동으로 검색하면서 일일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간단한 입력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내려 받을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Park et

al.(2009)은 네이버의 API를 이용한 웹보네이버(WeboNaver)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회의원의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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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과 신종 플루의 온라인 구전을 분석한 적이 있다. 이후에 Kim et al.(2018)은 네이버 API를

이용한 뉴스 빅데이터 수집으로 온라인 갈등지수 개발을 시도하였다. Lee, Park(2016)과 Park,

Park(2018)은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인 빙(Bing.com) API를 통해서 선거기간의 온라인 여론의 인

식현황과 암호화폐 홈페이지의 연결망을 추적하였다. Lee et al.(2017)과 Park, Park(2017)은 각각 페

이스북과 트위터 API를 이용해서 촛불집회와 경주지진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

집, 처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Kim et al. (2017)은 유튜브 API를 2017년 대통령 선거기간의 후

보수락 연설 동영상의 댓글을 수집에 적용하여 고도의 방법론적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API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간혹 수동 수집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자사 서버에 저장된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서비스

최적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09). 이 논문에서 이용자들의 반응은 시청

(view), 좋아요, 싫어요 빈도를 통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무작위로 선정된 비디오에 방문하여 API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시청, 좋아요, 싫어요 빈도는 웹에서 수동으로 접속

한 결과와 동일했다.

3.2. 분석기법

이 연구에서는 동영상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텍스트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본격적 분석을 위

해 정제단계에서 띄어쓰기 조정과 원활한 처리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기호와 부호를 삭제했다. 그

리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명사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했다. 공개된 오픈소스인 메카브

(MeCab-Ko) 분석기를 활용하여 복합명사를 가능한 개별 명사로 분리하였다. 다음으로 여러 기법과

지표들을 활용했다. 첫째, 동영상 제목에 자주 포함된 단어들의 빈도(term frequency, TF)와 점유율

(%)을 파악하여 북한이 대외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도를 파악했다. 둘째, 단어가 지니는

절대적 빈도 위주의 중요도 측정을 보완하고자 현저성(salience)을 계산하였다. 현저성은 분석대상

이 된 전체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의 유사도와 가중치를 고려하여 해당 단어의 지배적 위치를 측정

하는 지표이다. 이를 위하여 특정 단어의 빈도인 TF와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서들의 역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의 곱을 계산하였다. TF는 단어 A가 특정 문서에서 등장한 빈도이고 IDF

는 해당 단어가 전체 문서들에서 사용된 빈도 지수이다. 따라서 단어 A가 여러 문서들에서 자주

사용되면 그 단어의 보편성이 높으므로 의미론적 가치는 줄어들게 된다. 셋째, 엔그램(n-gram, a.k.a

engram) 기법을 활용해 동영상을 설명한 텍스트에서 n개 단어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

는지를 추적했다. 인간의 뇌에 어떤 사건이 저장될 때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한 두 기억을 동일한

신경세포 집합에 저장하는 경향에 있다(Rashid et al., 2016). 엔그램 분석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텍스트 분석방법이다. Omar et al.(2017)은 구글의 엔그램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영어단

어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떤 단어와 중첩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둡 기반의

텍스트 빅데이터 플랫폼인 텍스톰(Textom)을 사용했다(Son et al., 2015). 덧붙여 엔그램 시각화를

위하여 노드엑셜(NodeXL)을 보완적으로 사용했다.

4. 연구결과

먼저, ‘조선의 오늘’ 채널의 기본정보를 조사했다. 2014년 12월 16일에 계정을 등록했으며, 온전

한 주소는 https://www.youtube.com/channel/UCndGz3c8ImJ216C4kZMxaWA이나 맞춤형 URL은

dprktoday를 사용한다. 운영자가 게시한 정보에 따르면, 이 채널은 “조선의 근로인민들의 창조적 노

력과 거창한 변혁, 보람찬 생활과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생동한 화폭들로 펼쳐 보이는 친절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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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다운 벗이 될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네티즌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

다.”라고 나와 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We will be the kindly

guide to show you people's creative effort, great advance and beautiful natural scenery of the DPRK

and worthwhile life of the Korean people.” 채널 내용을 압축한 키워드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만

다음과 나와 있다: korea "north korea" dprk news juche koryo songun pyongyang. 이 채널의 기본

(default) 언어는 한국어(kr)로 되어 있으나, 국가는 중국(cn)으로 나와 있다. 내용분류는 ‘사람들과

블로그(people & blog)’ 유형으로 되어 있다. 논문을 작성하는 시점인 2018년 9월 13일 오전 6시 30

분 현재 총 조회(view) 수는 8,240,556회 그리고 구독자 수 9,151명이었다.

다음으로 시기별 동영상 빈도를 계산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2001개, 2017년에 3945

개, 2016년에 2483개, 2015년에 286개, 2014년 11개였다. 특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가면서 증가

폭이 약 10배에 이르렀다.

Figure 1은 각 연도에 월간 동영상 빈도를 태블로(Tableau)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각화한 것이

다. 특이할 사항으로 비핵화 이슈의 시작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판문점 선언

이후에 월별 게시 건 수가 증가, 정체,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Figure 1. Distribution of videos per month using Tableau

Table 1의 기술통계량에서 알 수 있듯이, 동영상의 시청 횟수는 2백만이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흥미롭게도 ‘좋아요’의 평균이 ‘싫어요’의 그것보다 2배 높았지만, ‘싫어요’의 최대 값이 ‘좋아요’의

그것보다 3배 높았다. 반응을 드러내는 조회 빈도, ‘좋아요’, ‘싫어요’와 비교하여 코멘트는 상대적

으로 비활성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N=8726)

Counts Minimum Maximum Mean S.D.

View 0 2,294,245 914.19 24,892.999

Like 0 3,338 5.42 36.753

Dislike 0 9,715 2.62 104.464

Table 2는 반응을 측정한 지표들간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Spearman rho 분석을

정리한 결과이다. 조회 수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표는 ‘좋아요’로 .747로 나타났다. ‘좋아요’-‘싫

어요’의 조합은 ‘조회 수’-‘싫어요’ 쌍보다 더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감성의 종류에 상관없이 감성

표현이 이용자들의 방문과 직접적 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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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arman correlations rho

Counts Like Dislike

View .747** .446**

Like .401**

**Significant at p < 0.01, N=8726

Table 3-5는 계량분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동영

상이 조회 2294245회, ‘좋아요’ 3338번, ‘싫어요’ 9715번으로 세 개 지표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이

동영상은 2016년 3월 25일에 게시되었다. 3월 2일의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를 결의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 위협용으

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였다. 당시 UN은 화물검색 의무화, 육·해·공 운송통제, 광물거래 금지·차단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재결의 2270호 채택하였다. ‘마지막 기회’에 이어 시청이 많았던 동영상

인 ‘최후통첩에 불응한다면’(2016년 4월 4일)과 ‘명중탄’(2017년 3월 27일)도 한국과 미국에 각각

보낸 군사적 경고내용이었다. 하지만 최상위 10위에 들었던 다른 동영상들은 생활문화, 광고방송,

체제선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북한은 ‘인기를 모으는 평양골프장’(2016년 6월 29일) 동

영상에서 중국인 인터뷰를 삽입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는 모습도 드러냈다.

Table 6은 동영상 제목에 자주 사용된 단어들의 목록(TF)이다. ‘조선’이 611회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부’는 연속물처럼 제작한 동영상 뒤에 ‘제 몇 부’ 형태로 빈번하게

삽입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차’는 ‘제 몇 차’ 형태로 사용되었다. 흥미롭게도 ‘공장’이 352회 ‘생산’

이 264회 ‘기업’이 184회 ‘기술’이 146회 ‘과학’이 145회로 나타났다. 이어서 ‘김정은’이 156회 출현

Table 3. List of top videos with the highest ‘view’ counts

Rank
Korean title

English title

1

마지막 기회

Last chance. It was a documentary made for military threats to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UN Security Council voted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its fourth
nuclear test and long-range rocket launch.

2
최후통첩에 불응한다면

If you don't comply with the ultimatum

3
명중탄

A clean shot

4
젊음을 되찾는 비결 마늘의 신비한 효능

The mysterious effects of garlic

5
도시처녀 시집와요

I want to marry a city girl

6
인기를 모으는 평양골프장

A popular Pyongyang golf course

7
어서 오시라 평양골프장으로!

Welcome to Pyongyang Golf Club!

8
조선의 국견 풍산개

The national dog of Korea

9
통일의 길은 우리 민족끼리

The road to unification is between our peoples

10
학생소년들의 2018년 설맞이공연《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노래》

A song of happiness without envy in the world performed by young student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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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st of top videos with the highest ‘like’ counts

Rank
Korean title

English title

1

마지막 기회

Last chance. It was a documentary made for military threats to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UN Security Council voted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its fourth
nuclear test and long-range rocket launch.

2

일본의 반동언론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반공화국모략선전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일교류협회 대변인담화

Japan's conservative media should look directly at the current trend of the times and immediately stop
plotting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Japan Exchange Association Spokesperson

3
최후통첩에 불응한다면

If you don't comply with the ultimatum

4
청와대악녀를 파면시킨 초불민심의 승리

The victory of the people in the candlelight vigils that fired the evil lady of Blue House (Presidential
office in South Korea)

5
명중탄

A clean shot

6
젊음을 되찾는 비결 마늘의 신비한 효능

The mysterious effects of garlic

7
학생소년들의 2018년 설맞이공연《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노래》

A song of happiness without envy in the world performed by young students in 2018

8
도시처녀 시집와요

I want to marry a city girl

9
박근혜역도 서울구치소에 구속

Park Geun-hye was arrested in prison in Seoul for treason.

10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만남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a historic meeting that opened a new era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ful prosperity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able 5. List of top videos with the highest ‘dislike’ counts

Rank
Korean title

English title

1

마지막 기회

Last chance. It was a documentary made for military threats to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UN Security Council voted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its fourth
nuclear test and long-range rocket launch.

2
최후통첩에 불응한다면

If you don't comply with the ultimatum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Government stat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4
남조선당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not be mistaken.

5
세계가 예상하는 조미대결전의 승자

the world's expected winner of the North Korean-American War

6
통일의 길은 우리 민족끼리

The road to unification is between our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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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st of top videos with the highest ‘dislike’ counts (continued)

Rank
Korean title

English title

7
우리 식의 새로운 지하전동차 개발

Development of a new underground electric vehicle

8
당장 나가라

Get out right now

9
어서 오시라 평양골프장으로!

Welcome to Pyongyang Golf Club!

10
백두산 영웅청년 3호발전소 건설 적극 추진

Promoting construction of plant, Mt. Baedu number 3 by young heroism

하면서 31위로 나타났다. ‘남조선’의 출현횟수는 50회로 196등에 불과했다. 한편, TF 분석을 보완하

기 위해서 실시한 TF-IDF 결과를 보자. 2개 지표에서 단어들의 순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후술할 텍스트 분석에서 TF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Table 7은 쌍으로 출현한 단어들을 분석한 엔-그램 결과이다. ‘련합’과 ‘기업’이 174회로 가장 자

주 사용되었다. ‘기업’과 ‘소’가 짝으로 묶인 이유는 ‘련합기업소’처럼 복합명사 때문이다. ‘만’과

Table 6. Top twenty words in terms of occurrence

Rank Words Frq. Rank Words Frq.

1 (1) 조선(Chosun) 611 11 (11) 생산(production) 264

2 (2) 부(chapter no.) 447 12 (13) 조국(my country) 252

3 (3) 력사(history) 363 13 (12) 혁명(revolution) 250

4 (4) 공장(factory) 352 14 (14) 노래(song) 247

5 (5) 민족(ethnic) 321 15 (15) 사랑(love) 240

6 (6) 인민(people) 306 16 (16) 년(year) 228

7 (8) 평양(Pyongyang) 296 17 (17) 동지(comrade) 213

8 (9) 진행(do) 282 18 (19) 태양(sun) 208

9 (10) 차(-th) 271 19 (18) 승리(victory) 204

10 (7) 청년(youth) 266 20 (20) 당(political party) 189

*Note: Words’ ranks in terms of their TF-IDF values are in parenthesis

Table 7. Top twenty word-pairs in terms of concurrence

Rank Word-pairs Frq. Rank Word-pairs Frq.

1 련합(coalition) 기업(company) 174 11 만(million) 년(year_ 83

2 조선(Chosun)
민주주의
(democracy)

148 12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82

3 김정은(Kim J.E.) 동지(comrade) 145 13 년(year) 재보(asset) 80

4
민주주의
(democracy)

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140 14 조국(country) 해방(liberation) 78

5 기업(company) 소(suffix) 131 15 해방(liberation) 전쟁(war) 75

6 최고(chief) 김정은(Kim J.E.) 128 16 차(-th) 전국(national) 73

7 경애(dear) 최고(chief) 123 17 혁(revolution)
사적관(historical
exhibition hall)

72

8 국제(international) 친선(friendship) 108 18
대변인
(spokesperson)

담화(speech) 71

9 친선(friendship) 전람관(exhibition) 99 19 전쟁(war) 승리(victory) 67

10 위인(hero) 칭송(praise) 98 20 전승(war victory) 력사(history)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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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만년재보’라는 복합명사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 만년이란 수량을 나타내며 재보(財寶)란

귀중한 보물이란 뜻이다.

다음으로 종단분석을 위하여 동영상을 시기별로 분류하였다(Table 8). 1차는 유튜브 계정 개설부

터, 2차는 UN 결의안 이후부터, 3차는 싸드배치, 4차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마지막 5차는 판문점

선언 이후로 설정하였다. 1차에 1회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미제’라는 단어가 대북 제재 이후인 2차

에 5회로 늘어났다. 싸드 이후인 3차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언급한 횟수가 31회로 증가

하였다. ‘싸드’도 8회가 나타났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2개 단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의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번영’이 포함된 동영상이 3차에 증가했다: 1차

(2회), 2차(1회), 3차(13회), 4차(4회), 5차(5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 동안 언급되지 않았

던 ‘로케트’가 54회 나왔다.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자세에 대응하여 북한이 개

발한 핵무기를 자주 선전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진보 대통령의 당선과 판문점 선언 이후에

‘통일’과 ‘평화’를 말하는 동영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통일’을 포함한 단어들은 1차(7회), 2차(5

회), 3차(18회), 4차(30회), 5차(11회)로 나타났다. ‘평화’를 언급한 단어들은 1차(1회), 2차(6회), 3차

(21회), 4차(32회), 5차(6회)였다. Figure 2는 ‘통일’과 ‘평화’와 연결된 엔그램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Figure 3은 Figure 2의 영어본이다.

5. 결론

북한 사회를 조사하기 위한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자료접근과 공개된 통계가 부족하

여 학계를 비롯한 정부와 기업 및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그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추진한 경우에도 국제저널에 게시된 북한 과학자의 논문분석에 치중하여(Shelton,

Lewison, 2013; van Noorden, 2018),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오래된 문

Table 8. Frequently occurred words across periods

ID Videos Period title Frequently occurred words (Korean/English)

1 504
Account
opening

진행(do) 생산(production) 조선(Chosun) 평양(Pyongyang) 인민(people)
공화국(Republic) 절(anniversary day) 차(-th) 돌(-th anniversary day)
성과(performance) 경축(celebration) 공장(factory) 체육(physical education)
개막(opening) 국제(international) 녀성(women) 노래(song) 축전(festival)
기술(technology) 과학(science)

2 555
UN
resolution

생산(production) 조선(Chosun) 공장(factory) 부(chapter no.) 평양(Pyongyang)
조국(country) 태양(sun) 력사(history) 진행(do) 민족(ethnic) 년(year) 차(-th)
인민(people) 청년(youth) 혁명(revolution) 길(road) 대회(contest) 증산(increase
in production) 국제(international) 종합(comprehensive)

3 3018
THAAD
missile

부(chapter no.) 조선(Chosun) 인민(people) 공장(factory) 력사(history)
민족(ethnic) 혁명(revolution) 조국(country) 청년(youth) 사랑(love) 당(political
party) 태양(sun) 년(year) 노래(song) 승리(victory) 평양(Pyongyang) 차(-th)
너구리(raccoon) 무대(stage) 피해(damage)

4 3710
Inauguration
of Moon,
Jae-In

조선(Chosun) 부(chapter no.) 력사(history) 진행(do) 민족(ethnic) 차(-th)
평양(Pyongyang) 청년(youth) 공장(factory) 노래(song) 동지(comrade)
인민(people) 민주주의(democracy)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위원회(committee) 혁명(revolution) 사랑(love) 련합(coalition)
대변인(spokesperson) 기업(company)

5 929
Panmunjom
Declaration

부(chapter no.) 력사(history) 공장(factory) 동지(comrade) 생산(production)
김정은(Kim, J.E.) 최고(chief) 경애(dear) 소식(news) 조선(Chosun)
조국(country) 민족(ethnic) 평양(Pyongyang) 소년(boy) 년(year) 중앙(central)
현지(local) 지도(supervise) 길(road) 각지(coming from all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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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gram visualization centered around the word ‘unification’ and ‘peace’ using NodeXL – Korean

Figure 3. N-gram visualization centered around the word ‘unification’ and ‘peace’ using NodeXL – English

헌, 탈북자 인터뷰, 외부자적 시각의 관찰법에 의존한 기존방법을 탈피하려고 노력했다. 이 연구는

북한의 대외 선전 유튜브 채널인 ‘조선의 오늘’에 게시된 동영상을 통해서 북한이 외부 세계에 전

하는 의사소통 현상을 파악하였다. 첫 동영상이 올라온 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 8월17일까지 총

8천726개의 동영상 게시물을 분석했다. 개설 첫해인 2014년 11개의 동영상을 시작으로 2015년 286

개, 2016년 2천483개, 2017년 3천945개, 2018년 8월17일 현재 2천1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구체적

으로 동영상 제목에 나타난 텍스트 분석과 이용자 반응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북한은 2014년 12월 ‘조선의 오늘’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여 선전선동 목적의 정치뉴스와 군사적

위협의 적대적 다큐멘터리도 있었지만 흥미롭게도 북한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

품광고, 공장과 전시회 소개, 주요 관광지 여행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었다. 체제선전 위주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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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뉴스에서 정상(normal) 국가임을 홍보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와 상품판매를 위한 여러 영상을 올

리고 있었다. 유튜브 이용자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로 제작한 건강 상품

동영상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 오늘’이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한국

을 비방하기 위한 채널로만 기능하는 것이 반드시 아니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 ‘평화’를 이야기하는 동영상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1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회담) 후 북한 내부에 통일과 평화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발전

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정보화 부문에서도 북한은 당의 지도와 감시, 감독이 존재하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도

되고 가공된 현실을 게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북한어에 특화된 형태소 분석기가 개발되지 않아서 자연어 처리과정에서도 오류가 존재한다. 하지

만 지금까지 북한의 유튜브 채널을 전수 조사한 사례가 없으므로 이 논문은 새로운 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모색한 혁신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장자유주의 국가와 대비되는 사회

주의 국가의 온라인 선전선동 기법과 유튜브의 정치 프로퍼갠다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

적 시각을 보완해서 북한의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 현상을 탐구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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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YouTube Channel in North Korea: A Case of ‘North

Korea Today’ using User Response and Text Analyses

Han Woo Park12)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user responses and title texts regarding videos appearing on North

Korea's propaganda YouTube channel, “Today's North Korea (https://www.youtube.com/

channel/UCndGz3c8ImJ216C4kZMxaWA)”. The video titled ‘Last opportunity’, made for

military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ttracted views, likes, and dislikes the

most. However, the other popular video clips included the contents of the life culture and

advertisement. The term ‘unification’ appeared only five times when the U.N. resolution was

passed, but 30 times since President Moon's election and 11 times after the Panmunjom

meeting. The term ‘peace’ was the six times after U.N. sanction, the 21 times after THAAD

deployment, increased up to the 32 times since Mr. Moon's election, and the six times after

the Panmunjom meeting. What's interesting about analyzing words that are frequently used

in video titles is that words related to capitalism and the market economy such as ‘factory’

‘production’ ‘business’, and ‘science’ were ranked high. North Korea has been gradually

moving away from political news for propaganda purposes and has been focusing on

attracting foreign tourists and selling products recently.

Keywords : North Korea, YouTube, South-North summit, Panmunjom Declaratio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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