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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특이점

－가상의 현실화, 현실의 가상화

서 동 수*1)

본 논문의 목 은 김정은 시  이후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

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가상과 실이 첩되는 타피지컬의 측면에서 연구하

고자 했다. 김정은 시 의 첫 번째 특징은 가상의 실화이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의 담론을 실 속에서 재 하 다. 특히 평양을 스펙터클한 도시로 변화시

켰으며, 문학은 이러한 변화를 유토피아의 도래로 형상화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가

상(담론)과 실이 첩되는 체험을 선사했다. 과학환상문학도 외는 아니었다. 

실의 가상화가 그것이다. 과거와 달리 김정은 시 의 과학환상문학은 ‘지  여기’

의 소재를 극 으로 활용했다. 유토피아의 등장으로 여겨지는 실의 소재들을 

활용하 으며, 독자들은 재와 작품 속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

았다. 이를 해서 과학환상문학은 창작 명령(근거있는 과학  환상의 극  활

용)을 강조했다.  작품의 배경을 주로 근미래로 설정하 으며 실  소재들을 

극 으로 활용했다. 이는 김정은 시 가 ‘지  여기’의 문제에 집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령의 교체와 이에 따른 변화의 갈망을 실 속에서 보여주고

자 하는 욕망은 과학환상문학의 ‘미래’를 념 인 것에서 구체 인 것으로 변화시

켰다.

주제어: 북한, 김정은, 과학환상문학, 타피지컬, 가상, 실, 유토피아

* 신한 학교 교양교육 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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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고의 목 은 김정은 시  북한 과학환상문학1)의 변화와 그것이 지닌 

함의를 밝히는데 있다. 거칠게 표 하자면 북한문학은 타자의 목소리

를 재 하는 장치이다. 작가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타자의 목소리를 여러 형태로 형상화함으로써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집

단기억을 생산하고 유통한다. 북한문학의 변화가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속과 변화를 축으로 하는 북한문학에도 유

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외부의 정세나 당의 요구에 따라 변화

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특히 수령의 교체 시기는 변화를 기 하고 감지할 

수 있는 요한 변곡 에 해당한다. 변화의 진폭을 떠나 수령 교체 시기

마다 보여주는 변화의 굴곡들은 차후 벌어질 북한의 미래를 견할 수 있

는 징후이기도 하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등장이 가져 온(올) 변화들을 읽어내려는 노력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시 가 표방

하는 주제는 크게 김정일 애국주의, 최첨단 돌 (속도 ), 사회주의문명

국, 인민생활 향상, 5 교양의 강조 등이 있다.2) 과학환상문학을 통해 북

 1) ‘과학환상문학’은 과학소설(SF)을 부르는 북한의 공식용어이다. 본 에서는 북한의 용어를 

존 하여 ‘과학환상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일반 인 SF를 가리킬 때는 ‘과학소설’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북한문학을 통해 변화를 찾으려는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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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변화를 찾으려는 노력들도 있다. 김민선은 김정은 시  발표된 

주요 작품들을 심으로 변화의 지 을 살피고 있다. 특히 과거의 작품들

이 선 의 유훈을 지키기 해 테크놀로지 발 에 념을 다하는 서사

다면, 김정은 시 에 와서는 오히려 개인을 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3) 이정 과 김유미는 2014년에 발표된 림희철의 과학

환상동화 ｢동굴섬의 새 설｣을 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작품은 식량난과 같은 실 인 문제해결에 집 하고 있으며 체제가 

요구하는 인물 형상화에 을 맞추고 있다고 보았다.4) 이외에도 1994

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과학환상문학을 심으로 교양교육의 역할을 

살펴본 임인화의 이 있다.5)

앞선 논의처럼 김정은 시 에서 감지된 변화의 모습들은 과학환상문학

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재나 주제를 선택하고 다루는 방식에서 이

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실과 가상이 서로 첩되

는 타피지컬의 사태를 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는 가상과 실이 겹치는 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에 드러난 사회주의문명국의 함의｣, 인문학논총37, 경성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2, 강

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시 분석과 망-조선문학(2012.1-2014.2)를 심으로｣, 통일인문

학58, 건국 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6, 김성수, ｢단숨에 마식령속도로 건설한 사회주의 문

명국-김정은 체제의 북한문학 담론 비 ｣, 상허학보41, 상허학회, 2014.6, 김성수, ｢청년 지

도자의 신화 만들기-김정은 ‘수령 형상 소설’ 비 ｣,  동문화연구86, 성균 학교 동문

화연구원, 2014.6, 오창은, ｢김정일 사후 북한소설에 나타난 통치와 안 의 작동｣, 통일인문

학57, 건국  인인문학연구원, 2014.3, 오태호, ｢김정은 시  북한 단편소설의 향방｣, 국제

한인문학연구12, 국제한인문학회, 2013, 이지순, ｢김정은 시 의 애도와 구원의 코드｣, 어
문논집69, 민족어문학회, 2013 등이 있다.

 3) 김민선,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어느 멋진 신세계의 풍경-김정은 시  북한 과학환상문학 

읽기｣, 동악어문학77, 동악어문학회, 2019.2.

 4) 이정 , 김유미, ｢북한 과학환상동화 ‘동굴섬의 새 설’에 나타난 북한의 정치사회화 맥락과 

아동 ｣, 어린이문학교육8(3),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7.9.

 5) 임인화, ｢교양교육 제제로서 북한 과학환상소설 역할 연구-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

학 수록본을 심으로｣, 문학교육학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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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의 사태 다. 하지만 김정은 시 에 와서는 이러한 사태가 텍스

트를 넘어 실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텍스트와 실이 서로 습

합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들을 ‘가상의 실화’와 ‘ 실의 가

상화’라는 명명 속에서 그 양상과 목 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은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욕망하는 미래를 가늠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6)   

작가 작품명 출처 장르명 표기 원출처

신승구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
조선문학
2011.07.

과학환상소설

림희철 동굴섬의 새 설
아동문학
2014.01.

과학환상단편소설

림희철 다시 만난 두 사람
청년문학
2014.03.

과학환상단편소설

신승구 새날이 밝는다
조선문학
2014.03.

과학환상소설

리 철 두 극의 방정식
청년문학
2014.09.

단편과학환상소설

리 철,
한성호

<p-300>은 날은다
성청년출 사 

2014
편소설

리명 바다로 간 연구사
조선문학
2016.01.

과학환상소설

리명 숲을 사랑하라
조선문학
2016.01.

단편과학환상소설

신승구 < 명성-30>호에서 날아온 
조선문학
2016.08.

단편과학환상소설

리 철 항로를 바꾸라
조선문학
2017.8-9.

과학환상소설
조선문학
2004.05.

엄호삼 존엄
청년문학
2017.09.

과학환상소설

리명 양으로
조선문학
2018.02.

과학환상단편소설

신승구 요술이 아니 다
아동문학
2018.04.

과학환상단편소설

엄호삼 우주야 의 나날에
아동문학
2018.06.

과학환상소설

엄호삼 밝은앞날
청년문학
2018.10.

과학환상단편소설
조선문학
2013.11.

신승구 미끼
아동문학
2019.01.

과학환상소설

주병윤 숲은 어진다
조선문학
2019.08.

과학환상단편소설

 6) 2020년 2월 22일 재까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통해 확인한 김정은 시 의 과학환상문학

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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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문화정치와 가상의 현실화 

랑스의 극작가 알 드 자리가 주창한 타피직스(pataphysics)는 

메타피직스에 한 패러디로 일종의 사이비 학문이자 농담으로서의 과학

(철학)이다. 이 지 농담은 유희의 차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상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처럼 타피직스의 상상력은 실 속 

의미나 논리의 질서로부터 해방된 유희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가상과 실

재를 화해시키는 학문이다. 타피직스의  다른 특징은 실과 가상의 

첩이다. 메타포  상상력이 실재와 가상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타포

 상상력은 정반 이다. 타포  상상력은 실과 가상을 첩시킨다. 

기표나 이미지를 규범  질서와 무 하게 배치함으로써 꿈과 실을 공

존하게 만들었던 실주의나 디지털 시 의 증강 실(AR), 가상 실

(VR)은 표 인 타피지컬한 사태이다.7)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학소설(SF)은 타피지컬한 상상력에 기반한 

문학장르이다. 타피직스가 표방하는 ‘상상  해결의 과학’이야말로 “

재  결여의 상태를 과학  상상력(외삽)을 통해 보상받는 장르’ 는 

문화로 인한 정신  외상의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일종의 문화

인 명소”8)라는 과학소설의 요한 한 축을 이루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과학소설을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작품 속 과학기술에 한 일종의 존재론

 립상태, 이른바 단 지(epoche)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과학소설의 

7) 타피직스에 한 논의는 진 권, 이미지 인문학1, 천년의상상, 2014, 119-121면 참조함.

8) 베른의 지구 속 여행(1893)에서부터 오늘의 과학소설에 이르기까지 실가능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과학기술이 지 , 감각  쾌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른바 지  

유희라는 제 때문이다. 쥘 베른이 자신과 웰스 작품 간의 유사성에 한 세간의 평에 해 

“나는 물리학을 이용한다. 그는 발명을 한다. 나는 포에서 발사된 포탄을 타고 달에 간다. 

그는 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속으로 만든 비행선을 타고 화성에 간다. 물론 모두다 흥미

롭다. 하지만 그런 속이 정말 있다면 내게 보여달라”라고 불만을 표 했지만 이는 과학  

사실에 한 논쟁은 아니었다.(셰릴 빈트, 행선 옮김, 에스에  에스 리, 아르테, 2019, 

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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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상상력의 차원이며 그래서 유희 이다. 

북한 과학환상문학에서도 타피지컬한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근거있는 과학  환상’이다.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요 특징인 ‘근거있는 

과학  환상’은 “과학발 의 합법칙성과 생활의 진실”9)을 그리는 것으로, 

“자연법칙들에 의거”10)해 “ 실에 튼튼히 발을 붙인 상상, 근거 있는 환

상”11)이다. 근거있는 과학  환상은 “허황한 망상”12)(가상)을 실 가능한 

실로 만드는 힘이 된다. ‘고래만한 사슴’을 만들거나(｢고래만한 사슴｣), 

나무에서 쇠고기가 자라는(｢밝 진 유 의 비 ｣) 등의 ‘망상’이 실 인 

상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는 유 학이라는 ‘근거있는 과학  상상력’ 때

문이다. 이처럼 타피지컬한 상상력은 독자들에게 과학환상문학을 ‘허황

한 망상’이 아닌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 된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 즉 

재 가능한 실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조건”13)이 된다. 

원래 타피지컬한 상황은 가상의 유희가 허락된 장, 이른바 ‘매직서클’

에서만 허용된 것이었다. 그런데 김정은 시 에 와서는 매직서클의 경계

가 모호해질 뿐 아니라 가상이 실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

해 실과 가상이 첩되는 상이 실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시 에 시작된 도시 평양의 변화와 이를 감각하는 의 인

식에서 볼 수 있다. 논자들의 지 처럼 김정은 정권은 집권 기부터 ‘사

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요한 정치  담론으로 설정하면서 평양의 모습

을 면 으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명의 수도에 창 원, 류경원과 같은 인 

목욕탕과 문수물놀이장, 릉라인민유원지,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

9)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 술종합출 사, 1993, 83면.

10) 의 책, 12면.

11) 의 책, 83면.

12) 의 책, 10면.

13)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과 유토피아, 소명출 , 2018,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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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같은 문화유희오락시설들과 함께 평양시 문수지구에 평양산원 유선

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들이 하나의 

병원 을 이루고 일떠섰으며 수도 심부에 인민극장이 훌륭히 건설되

다. 뿐만아니라 지방도시와 농 의 이르는 곳마다에도 공장, 기업소별 

인 문화후생시설이 훌륭하게 마련되고 있다.14)

김정은은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 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15)한다는 목표 하에 평양을 심으로 새로운 도시 건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창 거리(2012년 완공), 은하거리(2013년 

완공), 성거리(2014년 완공),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완공), 려명거리

(2017년 완공)의 등장은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근본 으로 바꾸었다. 그동

안 낮고 완만하게 연결되던 도시의 라인은 30~50층 사이의 아 트 4,804

세 와 70층 이상의 고층 아 트16) 그리고 창 원, 류경원과 같은 

인 목욕탕과 문수물놀이장, 릉라인민유원지,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

락부 등 가히 SF 인 스펙터클한 도시로 거듭났다.  

사회주의문명국의 담론은 스펙터클한 도시 재건을 넘어 김정은 시  

문화정치의 핵심이다. 김정은 시  문화정치의 특징은 기표의 실  재

에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표가 마치 언젠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

지(표어) 다면 김정은의 기표는 곧 도래할(하는) 재 가능성( 고)에 

가깝다. 김정은이 아비의 표어 던 ‘강성 국’을 ‘강성국가’로 교체한 이유

도 여기에 있다. ‘강성 국’이라는 기표가 마치 언젠가 가닿게 될 먼 미래

14) 명 순,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 주는 것은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요한 요

구｣, 천리마, 2018.2, 77면.

15) 의 , 77면.

16) 평양거리에 해서는 진천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타커스, 2018, 

248-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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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여 있는 인상을 다면, ‘강성국가’는 ‘건설’이라는 언어와 결합함으

로써 직  구축해야 할 실  과제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강성 국’이 추상 이라면 ‘강성국가’는 강성국가 건설의 실천  의지의 

피력이다.17) 기표의 실재 성을 가장 도있게 보여  수 있는 역이 

바로 문화라는 에서 김정은은 ‘인민생활의 향상’을 목 으로 한 ‘인민제

일주의’를 면에 내세운다. 인민제일주의는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담론 

하에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능라인민유원지 등 인민들의 휴식공간

과 옥류아동병원, 식료품, 방직공장 등 일상의 편의공간으로 확장되고 있

다. 

북한의 문학작품들은 이러한 실  변화를 유토피아의 도래로 형상화

하고 있다. 

① 이제는 강의 메부리처럼 솟아오른/창천거리의 고층살림집들/그

림처럼 펼쳐안던 동강아/오늘은 네 아름다운 흐름의 복 에/  하나의 

락원의 풍경 새겨 안았구나!/릉나 인민유원지! 그 이름도 뜻깊다/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곱등어 /인민들의 행복이 무지개로 피여나는 미끄럼  

회 그네/곳곳의 화려한 청량음료 들//( 략) 내 아들 손자 앞세우고/이 

섬의 첫 손님으로 거닌다/( 략)// 인민에게 최상의 유원지 선물하시려/

무더 도 마다하지 않으시던 자애로운 모습이여!/인민을 제일로 여기시

는/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사랑으로/유원지여 는 수도의 한복 에/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섬으로 솟아났구나/( 략) 아, 이 땅 곳곳에 

새로 태여나는/강성국가 락원의 모습이여( :인용자)

-허수산, ｢인민의 이름으로 부른다｣ 일부18)

② 나는 꿈을 즐겼다/소원하던 모든 것/희망하던 모든 것을/꿈에 담아/

17) 강성 국, 강성국가에 한 해석은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시 분석과 망-조선문학
(2012.1-2014.2)를 심으로｣, 앞의 , 135면 참조함.

18) 허수산, ｢인민의 이름으로 부른다｣, 조선문학, 2012.10,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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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게 고이 간직했더니//( 략)//꿈은 실로 펼쳐졌거니/희한한 창

거리 새집/웃음꽃 물에 피는 문수물놀이장/천리주로 단숨에 나는 마식령

스키장/행복의 말발굽소리 울리는 미림승마구락부

-주옥, ｢꿈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일부19)

인용문①은 북한 역에 펼쳐지는 변화들을 아름다운 낙원의 출 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름다운 동강을 따라 펼쳐진 인민유원지와 곱등어 , 

미끄럼 회 그네 그리고 화려한 청량음료  등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

는 행복의 섬”, “  하나의 락원의 풍경”이다. 이 작품은 북한 과학환상소

설에 삽입된 한 편의 시로 읽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토피아를 

표상하고 있다. 오늘의 북한을 낙원으로 규정하는 과정은 계속 이어진다. 

인용문②는 변화된 도시의 경 을 보면서 그  꿈으로만 여겼던 념의 

유토피아가 오늘날 “ 실로 펼쳐졌”다는 경이의 감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꿈의 세계가 물질  실체로서 등장했다는 경이로운 사태는 조상

호의 ｢ 홍단의 아침노을｣에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립

시다”20)라는 의지와 연동되어 실 속 평양을 “사회주의 부귀 화 릴 

그날”21), “꿈같은 황홀경”22), “천하제일 려명거리가 지상락원”23) 등 “강성

국가 락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작가들이 평양의 모습을 유토피

아로 형상화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도시 평양의 변화는 “평양을 선군

문화의 본보기로 꾸리기 한 사업”일뿐만 아니라 변화된 도시의 변모를 

통해 “인민들에게 명 랑만을 안겨주고 자주 이며 창조 인 생활에 

한 지감을 안겨”24)야 한다는 목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 주옥, ｢꿈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문학신문, 2014.2.16, 4면.

20) 조상호, ｢ 홍단의 아침노을｣, 조선문학, 2012.6, 23면.

21) 리경체, ｢노래하라 갈마식료공장이야｣, 문학신문, 2014,9.27, 4면.

22) 한동선, ｢ 성이 빛나는 밤에｣, 로동신문, 2014,11, 4면.

23) 김목한, ｢우리에겐 려명거리가 있다｣, 조선문학, 2017.5.

24) 김명철, ｢도시환경미와 구성요소｣, 철학연구, 2014.1, 이선경, ｢김정은 시  문학에 나타난 



현대소설연구 77(2020.3)

316 

도시의 재건이 “물질  리익과 감상  리익을 다 같이 보장”25)한다는 것

은 곧 물질  체험이 감각 으로 이되어야 한다는 당 이며, 작품은 이

러한 당 를 더욱 강조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작가들은 부시게 변한 도시에 한 북한 들의 감각을 경

이 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주의 문명국’ 담론을 유토피아의 체험으로 

유하고 있다. 이러한 유 상은 가상이 실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의 생효과를 낳는다. 그것은 념 인 유토피아가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실입니다”26)라는 확실성으로의 환이다. 원래 유토피아

는 도달할 수 없는 곳, 존재하지 않는 곳(au+topos)이라는 에서 가상의 

존재이다. 하지만 김정은 시 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향한 정책(가상)을 

실체화함으로써,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도달해야 할 세계의 끝인 유토피

아를 재진행형의 세계(실재)로 뒤바꾸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인민들이 

“문명을 최고의 수 에서 창조하며 향유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체 인민

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리는”27) 

감각으로 다가온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 가 보이지 않는 유토피아를 향

해 질주하던 시 다면, 김정은의 시 는 유토피아라는 가상이 존의 

사태로 체험되는 시 가 된 것이다. 김정은의 문화정치는 김정일의 죽음

이 가져온 집단  우울을 문화의 향유를 통해 해소할뿐만 아니라 화려한 

스펙터클과 체험을 통해 실을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가상과 실재

가 첩된 세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  이상｣, 신진연구논문집, 통일부, 2015, 403면 재인용.

25) 류충성, ｢도시미창조의 특성｣, 철학연구, 2015.1, 이선경, 의 , 403면 재인용.

26) 조 철, ｢아, 미래｣, 조선문학, 2013.9, 49면.

27) 명 순, 앞의 ,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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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환상문학 혹은 현실의 가상화 

이러한 타피지컬한 사태는 과학환상문학으로 연장되고 있다. 창기 

과학환상문학은 가상과 실이 매우 느슨하게 첩되어 있었다. 1958년 

사설 ｢사회주의 락원은 이루어진다｣에서 보여  유토피아의 정의는 매우 

소박했는데, “락원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보다 잘 살게 되는 아

름다운 세상”이었다. 그들은 “의식주, 즉 입는 것, 먹는 것, 주택이 해결된

다면 벌써 우리의 살림은 락원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보았다.28)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필요한 실 속에서 화성을 탐사하거나(김동섭, ｢소년우주

탐험 ｣), 서해 바다 의 땅을 인공 으로 솟아나게 해 8만 평방킬로미

터의 새 땅을 얻거나(김동섭, ｢바다에서 솟아난 땅｣), 하루 자동차 3  분

량의 사료를 먹는 고래만한 사슴(라경호, ｢고래만한 사슴｣) 등은 오히려 

실과 가상의 선명한 구분만 보여  뿐이었다. 이처럼 이  시기의 과학

환상문학은 당의 정책이나 담론 등 ‘지  여기(here and now)’의 실  

소재들을 직 으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과학환상문학의 

주된 소재들인 의식주, 의료, 노동, 에 지 문제 등은 실  요청의 산물

이라기 보다는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보편 인 욕망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운명 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변

곡 이 김정은 시 의 출발이다.29) 김정은 시 의 특이  의 하나는 가

28) 사설, ｢사회주의 락원은 이루어진다｣, 아동문학, 1958.4, 2면,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

과 유토피아, 소명출 , 2018, 241면. 재인용.

29)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은 당문학의 모습에 걸맞게 고정된 내 형식을 지니고 있다. 김일성으

로부터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과학환상문학은 소재나 주제 등 여러 면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

이고 있지만 기본 인 내 형식들은 여 히 유지되고 있다. 타피지컬한 상상력 역시 김정

일 시기에도 작동하고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동이 주된 독자 기에 다소 비약 인 상상

들(동화  상상)이 많았는데 그것이 과학환상문학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학을 바

탕으로 한 타포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시 까지의 타포  상상

력은 어디까지나 텍스트 내부의 사태 다. 말 그 로 동화  환상 혹은 ‘허황한 망상’을 과학

환상문학의 장으로 수용하기 한 장치 다. 하지만 김정은 시 의 과학환상문학은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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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실의 첩이 과학환상문학이라는 텍스트 내에 한정되지 않고 오

히려 실과 텍스트가 서로 첩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

리 ‘지  여기’의 주제가 과학환상문학(가상)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이

다. 이는 텍스트를 통해 미래의 욕망을 재 하는 것이 아니라 재  욕

망이 텍스트 내에서 재 되는 것이다. 이제 김정은 시 의 독자는 과학환

상문학을 통해 ‘미래’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재’를 상상하면서 텍

스트 속의 미래가 곧 도래할 세계라고 인식하는 것이다.30) “김정은 시

에는 미래에 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 가 더 이상 요하지 않다. 환상

보다 더 요한 것은 미래에 한 구체 인 계획이며, 그 계획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  수 있는 논거”31)인데, 과학환상문학이 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과학환상문학 창작에 한 지침이다. 2012년 11월 조선문학에 

발표된 리창유의 평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  환상｣은 표면상 과학환

상문학 창작을 독려하면서 과학  환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 한 1993년에 황정상이 과학환상문학창작에서 언 한 내용과 

동소이하기 때문에 의례 인 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과

학환상문학에 한 평론을 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지 까지 과학

환상문학과 련된 평론이 발표된 것은 총 3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는 다른 근본 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련해서는 이후의 논의를 통해 지속 으로 

밝히고자 한다.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면모에 해서는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실천문학

사,1996), 최수웅,이지용, ｢북한 주체  과학환상소설의 장르  특징 연구-황정상의 푸른이

삭을 심으로｣(한국문 창작제15권제1호),2016), 복도훈, ｢북한 과학환상소설과 정치  

상상의 도상(icon)으로서의 바다｣(국제어문65,2015),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하과 유토피

아(소명출 ,2018) 등이 있다.

30) 여기서 ‘곧’이라는 시간성과 이에 한 독자들의 신뢰는 실 속 마식령속도, 일당백공격속

도, 단숨에, 단김에 등의 속도 과 그것이 실화된 실체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작품 속 근

미래의 배경은 바로 유토피아의 즉각  도래의 믿음이며 이는 속도 에 한 실체  믿음과 

첩되어 있다.

31) 이선경, 앞의 , 421-4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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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황정상의 을 시작으로 2002년 리 근과 2012년에 발표된 리창

유의 이 부이다.(공교롭게도 10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다)32) 북한의 

문 정책 상 이유 없이 발표되는 이 없다는 ,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시작과 함께 나온 이라는 에서 리창유의 은 보다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 의 과학환상문학 평론인 황정상의 ｢과학환상소설의 특성과 술  

품격｣(1992)은 다음해에 출간된 최 의 과학환상문학평론집이자 창작의 

바이블인 과학환상문학창작의 핵심 요약  같은 것이다. 황정상의 평

론은 1980년  과학환상문학의 양 인 증가와 이에 한 개념이 정립되

지 않은 상황을 정리하는 목 에서 나온 것으로, 과학환상문학을 본격

으로 소개한 최 의 이다. 2002년에 나온 리 근의 ｢과학소설, 지능소

설, 과학환상소설에 한 론의｣는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각 장르의 개념

과 차이를 소개한 이다. 그 게 본다면 2012년에 나온 리창유의 ｢과학

환상문학에서 과학  환상｣은 제목에서부터 보다 분명한 목 성을 띠고 

있다. 이 이 과학환상문학의 핵심에 해당하는 ‘과학  환상’에 을 

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해야 할 목 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 환상을 하나 펼쳐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을 세계를 

보라고 하신 한 장군님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 명발 에 실질

으로 도움이 되는 환상, 우리의 실이 실하게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학기술 문제들에 한 환상을 펼쳐야 한다. 이 게 할 때에라야만 우

리의 과학환상문학이 우리 주체 명 업과 주체문학발 에 참답게 이바

지 할 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참신하고 독창 이면서도 실 으로 의의있는 우리식 

32) 황정상, ｢과학환상소설의 특성과 술  품격｣, 조선문학, 1992.8, 리 근, ｢과학소설, 지능

소설, 과학환상소설에 한 론의｣, 청년문학, 2002.3, 리창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  환

상｣, 조선문학,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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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을 담하게 펼친 과학환상문학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 략) 김

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기 한 투쟁

에서 우리 작가들이 지닌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33)

리창유는 의 서두에서 김정은 동지의 령도에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

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해 힘차게 진하고 있으며 “이 불길을 더욱 세

차게 타오르도록 고무추동하는데서 우리 작가들의 임무가 자못 요”함

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임무란 바로 과학  환상의 발 이다. 의 부

분을 할애하고 있는 과학  환상은 “그 어떤 추상 인 세계에 한 기발

한 환상”아닌 “ 실 생활에 발붙인 근거있는 환상”에 한 것이다. 그것은 

“ 명발 에 실질 으로 도움이 되는 환상, 우리의 실이 실하게 해결

을 기다리고 있는 과학기술  문제들에 한 환상”으로 더 이상 추상 인 

미래가 아닌 ‘지  여기’의 문제를 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황정상이 언 한 과학  환상을 2012년에 다시 호출하면서 작가

들에게 창작을 독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김정은의 령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 실 생활에 발붙인 근거있는 환상”을 통

해 텍스트화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유토피아의 재화라는 체험과 

기억을 선사하는 것이야말로 작가의 임무라는 에서 “과학환상문학문학

을 많이 창작하는 것이 요한 과업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어 보면 과학환상문학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과학환상문학의 목  의 하나가 “과거로부터 오늘을 거쳐 미래와 

연결시켜 사람들의 리상과 희망을 형상 으로 반 ”하여 “<오늘> 속에서 

<래일>을 탐구하여 화폭으로 보여”34)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을 통해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독자들이 “과학환상문학작품을 통하여 주

인공들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이 받아들이며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33) 리창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  환상｣, 조선문학, 2012.11, 53면.

34) 황정상, 앞의 책,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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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슬퍼하”35)는 감정이입의 동일시 상의 발 이다. 결국 리창유의 

주장은 원론 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실을 극 으로 도입함으로써 

실과 가상의 첩에 한 강한 요구로 보인다. 

둘째, 과학환상문학의 주된 배경인 ‘근미래’ 설정의 효과이다. 김정은 

시 에 발표된 총 16편의 작품  14편이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

다.36) 김정은 이 에는 가까운 미래부터 시공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미래

까지 다양한 배경이 공존했다. 하지만 김정은 시 의 과학환상문학은 유

달리 근미래에 집 되어 있다. 

송수화기를 놓고 머리를 쳐드니 열려진 문밖에 취사원의 둥실한 얼굴

이 얼씬하다. 손에는 음식그릇을 담은 쟁반이 들렸다. 식당쪽으로 가는걸 

보니 연구사의 침실에서 나오는 길이 분명했다. 그런데 늘  벙 거리던 

녀인의 얼굴이 장마철하늘처럼 흐려있다. 

<취사원아주머니, 무슨 일이라도 있소? 그건 도 체 구의 식사요?>

< 군 구겠나요? 연구사선생의 것이지. 식사를 이 게 안하니 내 마

음이 좋을턱이 있수?>

유철이 다가가 쟁반우에 쒸운 보자기를 헤치고보니 아닌게 아니라 밥

을 한술 뜨다가 말았다. 노란 닭알볶음이며 먹음직한 오리고기볶음. 이 

고장에선 희귀한 숭어탕까지 올라있어서 손님 을 한 식사로서는 정

말 나무랄데가 없다.37)

35) 의 책, 15면.

36) 근미래가 아닌 작품으로는 신승구의 ｢< 명성-30>호에서 날아온 ｣와 엄호삼의 ｢우주야

의 나날에｣이다. 두 작품 모두 우주를 배경으로 한다는 에서 실과의 시간  거리를 크

게 두고 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오늘의 상황과 아주 무 하지는 않다. 신승구의 ｢< 명

성-30>호에서 날아온 ｣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 ‘ 명성3호’와 2016년 발사된 ‘

명성4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며, 엄호삼의 ｢우주야 의 나날에｣는 지 의 우주여행을 

가능  한 것이 “1990년 의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나라의 성발사를 성공시킨 우주개척자

들”때문이며, 작품 속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70층짜리 고층살림집”은 재 평양 려명거리에 

있는 7층 이상의 건물들의 반 이다.  

37) 신승구, ｢새날이 밝는다｣, 조선문학, 2014.4,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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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구의 ｢새날이 밝는다｣에는 “디젤유 신에 수소를 연료로 해서 달

리는” “뜨락 르”(트랙터:인용자)가 “자동차 두 가 겨우 어길 좁은”(63면) 

농 의 샛길을 지나가고, 미래의 화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반식 

화기가 울리며(“책상 우에 놓인 화기가 드르릉 울린다. 송수화기를 드

니 군에서 오는 화 다.”), 이외에도 시골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장면

들, 이른바 시골의 마음씨 좋은 식당아주머니가 고장의 특산물로 만든 보

양식 등은 이 의 과학환상문학에서는 만나기 힘든 장면이다. 왜냐하면 

과학환상문학이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 되고 재에는 실 될 수 없

는 최첨단 기술수단들이 련이어 개발될 미래의 생활을 묘사하는 특수한 

문학”38)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근미래의 모습이 김정은 시 의 과

학환상문학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이다. 

신승구의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은 물고기 수송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 주변 배경은 재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고기 어획량을 표시해

주는 컴퓨터나 “회의 참가자들은 각기 제 일터에서 콤퓨터 앞에 마주 앉

아있지만 회의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64면)인 화상회의 장면 등은 오늘

날과 구별되지 않는다. 엄호삼의 ｢밝은 앞날｣은 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에 지를 체할 태양에 지를 주제로 삼고 있다. 작품에서 언

하고 있는 원 의 문제 이나 안에 지인 태양 지 그리고 도로 의 

간이식당에서 김밥을 사먹는 장면 등은 불특정의 미래라기 보다는 ‘지  

여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외에도 생각을 텍스트화하는 “뇌 콤퓨터”, “승

용차의 자동조종장치에 명령”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악(｢다시 만난 두 사람｣), 김이나 다시마 등 마름류양식과 

“ 도 없는 낚시 을 순수 손감각으로 느끼고 잡아채는” “가재미낚시질”, 

“가재미살과 찰찰 기름기도는 미역이 감칠맛있게 어울린 국물우에 동동 

뜬 노리끼 한 성게알” 음식(｢바다로 간 연구사｣)처럼 재와 별 차이가 

38)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앞의 책,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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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시공간을 다루고 있다. 근미래의 배경은 독자들에게 실과 가상 간

의 거리를 좁  첩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셋째, 실을 연상시키는 사건의 활용이다.  

① 연구소자료들의 보안이 험하다고 생각되여 루이스는 몹시 긴장

해졌다. 그것은 <천사>가 세계 으로 유명한 비 폭로웹싸이트 운 자의 

한사람이 기 때문이 다. 

<천사>와 그의 동료들은 기업가들과 정치가들의 추문과 비행들, 투

기와 탈세행 들에 한 구체 인 자료들을 해킹한 다음 원문과 함께 그 

비법성과 비도덕성을 분석한 들까지 인터네트상에 공개하고 있었다.39)

② 국제 약을 한사코 거부하고 당면리익만을 챙기자고 이산화탄소를 

량 방출시켜 기기온이 올라가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게 한 

장본인이 그들입니까?

가 아시아의 부를 사막화했고 가 아메리카의 산림을 황폐화시

켰습니까?

생태환경의 악성질병 지구온난화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박멸해

버려야 합니다.…40)

인용문①인 엄호삼의 ｢존엄｣에는 북유럽 출신의 유학생 루이스가 인터

넷을 통해 학동창 ‘멜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멜본은 키리스크의 리안 어샌지를 모델로 한 인물이다. 멜본

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는데 이 한 2012년 어샌지가 성범죄 의로 국

경찰에 체포된 실제 사건과 동일하다. 리명 의 ｢숲을 사랑하라｣는 개발

심의 담론으로 황폐해진 자연, 특히 산림에 한 생태학  을 보여

주고 있다. “당면리익만을 챙기자고 이산화탄소를 량 방출시켜 기기

39) 엄호삼, ｢존엄｣, 청년문학, 2017.9, 48면.

40) 리명 , ｢숲을 사랑하라｣, 조선문학, 2016.1,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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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올라가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게”하고 “아시아의 부를 사

막화”하고, “아메리카의 산림을 황폐한”한 주범과 “생태환경의 악성질병 

지구온난화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박멸해버려야”하는 오늘의 문제

상황을 그 로 시하고 있다. 작품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도 

로 번성하는 자연을 괴하지 않을뿐더러 가꾸어주고 사랑해주어야”하

며 이것이 인간의 “도덕이며 의무이고 바로 자기자신을 해 반드시 놓치

지 말아야 할 사업”(68면)으로 보고 있다. 이 작품은 오늘날 부각되고 있

는 생태환경에 한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우주도 해

양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  륙의 산림부터 환경복구를 해

야 한다”(72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의 작품에서는 찾

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과거에는 자연이 곧 자원이라는 도구  인식이 지

배 이었으며, 특히 바다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 도 여 히 “거 한 자원

의 보물고”41)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숲을 사랑하라｣처럼 산림에 한 강조는 오늘날 북한이 처한 

상황과 무 하지 않다. 목재생산 심의 산림경 방식과 1990년  극심

한 경제난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개발과 땔나무 채취 등은 북한의 산림

을 황폐화시켰다. 산림의 황폐화는 지반약화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한 산

사태나 농경지 매몰 등으로 이어져 2차 3차의 사회  손실을 가져왔다. 

이에 김정은은 2015년부터 본격 으로 ‘벌거숭이산’을 ‘황 산’, ‘보물산’으

로 변화시키기 한 국가  차원의 응을 시작했는데 이를 산림복구

투라 불 다. 산림복구 투는 단지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문

명국 담론과도 연결되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국가 략목표 속에서 산

림과학기술의 연구와 보 으로 확장되고 있었다.42) 2016년에 발표된 리

명 의 ｢숲을 사랑하라｣는 이러한 실  요구들의 직 인 반 인 것

41) 리명 , ｢바다로 간 연구사｣, 조선문학, 2014.8, 72면.

42) 북한의 산림정책에 해서는 오삼언, 김은희, 김경민의 ｢김정은 시  산림정책의 특징｣, 북
한학연구14(2), 동국  북한학연구소, 2018.12.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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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외에도 김정은 시 가 당면한 문제 의 하나가 에 지 수  문제이

다. 특히 기에 지의 수 문제는 시 한 과제 는데, 엄호삼의 ｢밝은 

앞날｣, 리 철의 ｢두 극의 방정식｣, 신승구의 ｢ 명성-30호에서 날아온 

｣ 등은 이에 한 직 인 반 이다. 원유수 을 다룬 리명 의 ｢바다

로 간 연구사｣나 < 명성3호>를 모티 로 한 신승구의 ｢ 명성-30호에서 

날아온 ｣ 등도 마찬가지다. 신승구의 ｢새날이 밝는다｣는 토마토 생산

에 한 매우 실 인 과학기술을 보여 다. 그것은 “도마도를 비롯한 

작품들을 크게 자래울 수 있는 LP라는 유 자”(69면)이다. 이 작품에서 유

학은 이  시 의 동화  환상(거 작물 생산)과는 달리 “동이만한 도

마도들”(73면)처럼 실  상상의 장치로 나온다. 

이처럼 김정은 시 의 과학환상문학은 실과는 매우 상이한 미래 세

계를 다루기 보다는 오늘의 실과 매우 가까운 시공간을 설정함으로써 

가상과 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인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변화된 도

시와 이를 형상화한 문학을 통해 북한 들이 ‘가상(유토피아)의 재

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과학환상문학은 근거있는 과학  환상을 바탕으

로 근미래의 배경설정과 ‘지  여기’를 연상시키는 소재들을 극 으로 

도입함으로써 실과 가상이 첩되고 있다는, 이른바 ‘ 실의 가상화’라

는 감각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김정은 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피지컬의 역이 실로

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김정일 시 의 담론이 궁극 으로 도달해야 할,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당 의 선포 다면 김정은 시 는 담론과 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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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으로 이루어지면서 변화에 한 의 감각이 동시성을 얻는 형

국이다. 표 인 것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담론이 도시 평양의 변화

를 통해 재 되는 것이었으며, 문학은 이를 가상과 실이 서로 첩되는 

타피지컬한 사태로 환시켰다. 이른바 가상의 실화가 실 되는 것

이었다. 둘째, 실이 가상화되는 상이다. 이는 과학환상문학이 더 이

상 불특정한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닌 ‘지  여기’의 사태를 반 하는 것

이다. 이를 해 몇 가지의 방법들이 도입되었는데 우선, ‘근거있는 과학

 환상’을 강조한 창작의 독려이다. 여기서 ‘근거있는 환상’은 과학환상

문학 창작의 일반론이 아닌 재  담론을 극 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자 과학환상문학을 더 이상 추상  무시간성의 력장에 가두

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 이다.  하나는 근미래 배경의 도입이다. 이  

시기 작품들과 달리 김정은 시 의 과학환상문학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두드러진다. 이는 ‘근거있는 과학  환상’과 함께 텍스트와 

실 간의 간격을 최소화 해주는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지  여기’ 소재의 

도입이다. 김정은 시 의 과학환상문학은 독자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실  소재를 극 활용함으로써 실과 가상이 첩되어 있다는 감각

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 다면 김정은 시 가 실과 가상 간의 첩 사태를 강조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 단지 유토피아가 도래하고 있다는 일종의 허 의식이나 

실의 가상성이라는 시뮬라크르를 구성하기 해서일까. 하지만 이는 새

로운 상이 아니다. 북한 사회는 이미 오래 부터 강력한 시뮬라크르를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정은 시 에 들어 실을 구성하고 인식

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다. 과학환상문학은 당문학의 자장 

안에 자리하지만 장르  특성 상 비교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한 장이었

다. 이는 실의 직  요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독립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과학환상문학은 실  조건과는 

다른 낯선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작은 틈이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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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틈마 도 실로 메꿈으로써 외부에 한 상상을 차단하기 시

작했다. 신 ‘미래’를 도달할 수 없는 낯선 세계가 아닌 ‘지  이곳’에서 

도래하고 있는 시간으로 환함으로써 가상과 실이 첩되고 있다는 

감각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이 실화되고 있으며 그 실은 다시 가상을 

가능 하는 물  토 가 된다는 인식론  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김정은 시 는 실의 문제에 집 하고 있다. 김정은 시 는 가능

성의 담론과 이를 재 하는 문화정치를 활용해 변화에 한 의 체감

을 극 화시키고 있으며, 문학, 특히 과학환상문학은 미래라는 가상과 ‘지

 여기’의 실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독자들은 ‘미

래’를 추상  무시간성에서 측정가능한 구체성의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

게 되었다. 이  시기 과학환상문학의 미래가 ‘불가지론’의 세계 다면 김

정은의 시 는 감각 으로 매우 인 해 있는, 측가능한 범주 속으로 ‘미

래’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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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ngularity of North Korean Science Fiction in 
the Kim Jong Un Era

－Realization of virtual, Virtualization of reality

Seo, Dong-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hanges and the causes of 
North Korean science fiction after the Kim Jong Un era. In particular, I 
tried to study the aspects of pataphysical that virtual and reality overlap. 
The first characteristic of the Kim Jong-un era is virtual reality. Kim 
Jong-un reproduced the discourse of socialist civilization in reality. In 
particular, Kim Jong-un transformed Pyongyang into a spectacular city, 
and literature embodied this change as the arrival of utopia. This gave the 
reader the experience of overlapping virtual (discourse) and reality. Sci-Fi 
Literature was no exception. That's the reality of virtualization. Unlike the 
past, science fiction in the Kim Jong-un era actively used the material of 
‘here now’. Science fiction utilized the material of reality, which was 
considered the emergence of utopia, and readers were impressed by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the work. To this end, 
science fiction emphasized the creation order(the active use of scientific 
illusions based).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the works was set mainly 
in the near future and actively used realistic materials. This shows that the 
Kim Jong-un era is concentrating on the issue of ‘now and here’. The 
desire to show in reality the desire for change by the replacement of the 
power changed the ‘future’ in science fiction from ideological to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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