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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광복의 기쁨이 분단으로 이어진지 74년이 넘어서는 올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하고 남북의 관계도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은 상황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준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은 공통의 역사와 언어,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지만 오랜 분단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형성해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정도로 제도와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 분야는 남과
북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를 만들어 오면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학교 교육제도는 그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학교 교육제도를 고찰하는 것은
지금의 북한 사회와 주민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갈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는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집권한 이후 북한의 학교교육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해방이후 북한 사회와 교육의 변화의 연장 속에서 최근 북한 교육이 드러내고
있는 양상과 성격이 어떤 것이지를 살피고 분석하였습니다. 북한의 교육에 대한 이해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고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평화공존 하는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교육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과제를 진행한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연구가 남북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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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본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변화된 교육목표와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전의 북한 정권들과 뚜렷한 정책의 차이를 보이며 새로운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김정일
시대에 진행된 교육개혁을 영역별로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유치원 교육의 변화,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교원정책의 특성, 교육조
건 및 환경 개선, 직업 기술교육의 강조, 사상교양의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 목적
은 남북의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이 시기에 이후 남북이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교류하
고 협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김정은 시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김정은 시대는 정치·경제적으로도 이전시대와 명확히 다른 성격을 가지며, 교육 분야
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전의 선군정치의 중심이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중심의 정치를 펼치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우
리식경제관리방법’을 내세워 시장을 인정하는 법규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을 진행함으로
써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교원법, 교육강령집행법, 직업기술교육법을 새로
제정하여 학교교육 개혁의 법적 기초를 구축하였으며, 학제개혁, 교육과정 개정, 교원 정
책 강화, 직업기술교육 강화, 교육여건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 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교육개혁에서 주목할 부분은 탐구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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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중등학교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새롭게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경제에
서 시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한 것 등과 맞물리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전부터 교육의 질적 향
상을 위해 경쟁의 방법을 활용해왔는데, 앞으로는 북한 교육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2

김정은 시대 주요 교육정책 동향

- 유치원 교육의 변화
유치원 교육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변화는 기
존의 9개 교과목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1개의 통합교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통합교육과정은 과거의 교과중심의 교육과 달리 생활주제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종합놀이교육을 강조하며 아동중
심의 교육활동을 추구한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합교육과정과 종합놀이
교육의 도입은 유치원 교육을 세계적 추세에 맞추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통합의 과정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 관련 교과가 없어지고 통합교육과정 내에서
정치사상교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북한은 초·중등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자 하는 변화와 과학기
술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변화는 영어교육의 강조,
사회과학교과에서 세계 상황에 대한 학습내용의 추가 등에서 나타나며, 정보기술 과목의
시수 확대, 교수학습 활동에서 멀티미디어 사용 독려 등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학
습자의 탐구활동과 사고과정 촉진을 중시하는 변화가 아주 돋보이는 것인데, 학생의 탐
구활동을 위해 확산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이 제시되는 것은 이전의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측면이다. 통합 교과의 도입도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변화와 관련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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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과학교과에서 통합교과의 신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과서의 변화도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진과 삽화가 교과서에 포함된 것과 탐
구와 사고활동을 촉진하는 학습활동이 많이 포함된 것이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교원정책의 강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원정책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
원 강화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기간을 거치면서 북한은 교원 부
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우수한 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
기 위해 교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으로 누리면서 사회적으로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
치를 취하였고, 동시에 교원들에게는 전문성 향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
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이며, 그것은 구체적으
로 변화된 교육강령(교육과정과 교수안)을 교원들이 잘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교원정책이 잘 드러나는 것이 김정은 시대에 새로 제정된 교원법과 교육강령집행법
이다. 이 법에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강령 집행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교원
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들이 규정되어 있다.

- 교육조건 및 환경 개선
최근 북한의 교육조건 및 환경 개선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설비와
시설 개선의 측면에서 진행된 것들이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교육의 정보화, 과학화
구호를 내세웠지만 그 시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국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웠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정
은 시대에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의 핵심은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네트워크를 연결
하는 것, 그리고 교실에 멀티미디어 설비를 갖추는 것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학교
교육 시설의 변화를 통해 과학수업에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가상 실험을 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학교 교육조건 및 환경개선
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지역의 후원단체와 학부형들의 기여가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격차와 학교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 정부도 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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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간의 격차를 인정하는 것(교육신문, 2016.05.12.)으로 보아 앞으로 더 지속될 사업으
로 확인된다.

- 직업기술교육의 강조
북한의 학교 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은 후기중등교육 단계에 새로운
종류의 학교인 기술고급중학교를 신설한 것으로 잘 드러난다. 이 정책은, 기존의 보통교
육단계에서는 기초기술교육만을 실시하였는데,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직업기술교육
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기술고급중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맞추
어 지역마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필요에 맞추어 기술인력
을 양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학교인데, 현재까지 설립된 기술고급중학교는 금속,
석탄, 전기, 화학, 농산, 과수, 수산, 정보기술 분야의 학교들이다. 기술고급중학교는 북
한의 각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의 도입을 시도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사상교양의 변화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사상교양이란 세계관이나 도덕을 교육하는 것과 실천 활동이 결
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김정은 시대에는 5교양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등 다섯 가지이다. 이 5대교양에
는 북한에서 이전 시기에 오랫동안 수행해왔던 혁명전통교양과 당정책교양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위대성교양에서도 수령의 활동을 신비화하
지 말고 수령의 인간적 풍모를 교양의 핵심으로 삼으라는 지침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사상교양의 변화는 과거 수령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배급제가 실시
되던 상황과는 달리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노동력과 시장에 의존해서 식량을 조달해
야 하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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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교육분야 교류 협력의 영역별 주제

남북이 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한다면 상호간에 관심을 가진 정책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북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분야의 중심 영역들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영역 별로 연구된 내용을 기
초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별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유치원 교육
종합놀이교육을 활용한 유치원 통합교육의 방안

-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STEM 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

- 교원정책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원연수의 최신 경향

- 교육 조건 및 환경 개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가상 실험 환경 구축

- 직업기술교육
후기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기술교육에서 학교 교육과 현장 실습과의 결합 문제

- 사상교양
도덕교육에서 지식교육과 실천활동의 효과적인 결합 방법

-v-

4

남북 교육분야 교류 협력 방안

- 남북 해외 학술교류
남북의 관계가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서 남북의 교류
는 가능할 것이다. 해외 학술행사에서의 교류는 기본적인 신뢰구축의 시작이며 지속적인
북한 학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신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관료나 학자
들이 전문 영역을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아두면 이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북 교류
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남북 해외 학술교류는 남북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인데, 가능한 영역으로 유치원교육, 교육과정 개정, 교원전문성 향상, 학교교육시설
개선, 직업기술교육 등이 있을 것이다.

- 남북 공동 학술회의 개최
남북의 관계가 호전되면 교육 분야에서 남북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에 대해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남북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
야라면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유치원의 종합놀이교육을 통한 통합교육, IT를 활용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교시설 개선, 후기중등 단계의 직업기술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상교양과 같이 예민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북이 교육분야에서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주제를 잡으면 공동의 학술회의가 남북관계 증진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발전에도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남북 공동 워크숍 개최
남북의 교육교류가 활성화되고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남북이 공통의 관심사
를 가지고 있는 영역들과 관련된 교육전문가와 교원들이 공동의 작업을 수행하는 워크숍
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 워크숍의 결과물을 남북의 학교에 각각 적용하고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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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공동 워크숍이 가능한 분야로는 유치원 단계에서 종합놀이교육을 통한 관계증진
교육안 개발 워크숍이나 대학생들 대상의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회화 교육
안 개발 워크숍, IT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상실험 과학교육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공동의 작업이 진행된다면 남북의 전문가들 사이에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
을 것이며, 이후 평화공존의 단계에서 통일의 단계로 발전해나가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남북의 신뢰관계 수준이 높아지고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북이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 단계
교육안이라면 공동 교육프로그램은 한 학기 또는 일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영역으로는 수학, 과학,
외국어, 컴퓨터, IT교과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공동 개발진 구성에서부터, 공동연구, 개발, 교사연수, 시
범 실행, 평가, 수정 보완, 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단계
를 거쳐 개발되는 과정은 남북의 교육전문가와 교원들 간에 신뢰와 공통의 인식을 높임
으로써 평화공존과 이후 통일의 과정에도 긴요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남북 공동 교육기관 운영
남북의 평화공존 상태가 장기화되고 신뢰관계 수준이 높아지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운영 교육기관은 초기에는 교원
연수 기관 등 특별한 목적으로 가진 기관이 될 것이고, 추후 협력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
면 직업기술학교나 과학기술대학 등을 개성공단 지역 등에 세워서 공동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동 교육기관 운영의 경험은 실질적인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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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 변화 동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의 필요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2012년 이후 북한의 사회는 이전의 북한 사회
와는 분명하게 성격을 달리하는 정치·경제적 제도가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으
로는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운영에서 군대
의 영향력을 축소하였으며(이상숙, 2018: 43), 경제적으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도입
으로 경제관체계를 개혁하여 시장화 추세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이석기 외,
2018: 13). 이런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함께 당연히 북한의 학교교육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는 이전의 북한교육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이후 교육부문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변
화들은 이전 북한 정권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이 헌법과 교육법을
개정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국가 교육의 목표로 내세운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 기술의무교육제를 추진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과학기술교육
을 교육의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고 늘 정치사상교육이 우선인 교육정책을 펼쳐왔다. 그
러므로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목표로 ‘인재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
민과학기술인재화’를 내세운(김지수, 2017: 1) 것은 중요한 변화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김정은 정권이 실행한 주요 교
육개혁 정책으로는 의무교육기간 확대(11년에서 12년으로), 학제개편(4-6학제에서
5-3-3학제로), 교육과정 개정, 기술고등중학교신설, 교원법과 교육강령집행법, 직업기술

교육법 제정 등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는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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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중시하는 교과서의 변화(김정원 외, 2014a: 32)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 집권이후 실행되고 있는 북한교육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북한 사회의 성격과
그 변화를 이해하는데 주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임
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교육 정책의 변화와 학교 교육의 변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 한반도 평화공존 시기에 북한주민들의 이해 제고를 위한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
남북의 체제 통합과 같은 완전한 통일이 장기적인 과업이라고 본다면,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까지 남북은 평화공존의 시기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 평화공존의 시기와 그 이후
통일의 시기에 남북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호이해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북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은 역사와 문화, 언어라는 공통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지만, 분단이 70년이 넘어가
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교육제도를 형성하여 살아오면서 서로 다른 삶을 오
랫동안 영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장 남북의 주민들이 섞여서 공존하는 상황이 발
생한다면 상당한 혼란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남북 주민들의 상
호이해를 제고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남북 교육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남한과 다른 북한의 학교교육을 이해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
가 될 것이므로 북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그것이
실행되는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사회에서나 학교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하는 인간상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잘 드러난다.
그 목표로 남한은 ‘홍익인간’을 제시하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 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학교교육을 통해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평화공존 시기에 남북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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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 남북 화해협력 시대와 통일에 대비한 북한 교육 연구의 필요
남북은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분단이 길어지면서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각각
의 교육제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남북이 통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남북 교육제도의 연계
또는 통합을 대비한 기초 연구로서 남한과는 다른 북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김정은 시대의 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함으로
써 단기적으로는 화해협력 시대의 교육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장기적
으로는 남북의 교육통합 또는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학교교육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남북의 공통점으로는 높은
교육열에 의한 초·중등학교의 급속한 팽창과 높은 취학률, 100%에 가까운 높은 문해율,
직업기술 교육에 비해 인문교육에 대한 높은 선호,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교육 정책
등이 있다. 그렇지만 북에서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교육과 정치
의 밀접한 결합의 기초위에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은 남한의 교육과 차이를 드러낸다. 이런 북한 교육의 특징들이 최근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어떻게 변화 또는 지속되고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의
교육 통합 또는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 교육 교류·협력의 기초 마련
남북의 교육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뿌리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최근 남북의
교육개혁 관심사가 공통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
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교육개혁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세계적 추
세’의 강조, 교육정보화 추진,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 사고능력 함양, 탐구·발견식 교수방
법 등은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에서 주목해야 할 측면들이고(조정아 외, 2015:
18), 이런 강조점은 남한의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근 북한이 지향하는 교육개혁 방향과 교육정책의 실행 상황을 살펴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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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남북이 교육 분야에서 교류·협력할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 정부
의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

나.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김정일 시대에 변화된 교육의 목표와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통치 과정
에서 시대별로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각 시대별 정치경제 상황과 교육정책의 흐름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의 배경을 논의하고 다음으로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의 목적을 분
석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 시대에 진행된 교육개혁을 영역별로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영역들은 유치원 교육의 변화,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교원정책의 특성, 교육조건 및 환경 개선, 직업기술교육의 강조,
사상교양의 변화 등이다. 이 영역들에서 김정은 시대에 교육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교육개혁의 방향이 각 영역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이후 북한교육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의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찾는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 연구의 목적은 이후 남북의 교육분야 교류와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는 확실하게 북한 사회의 변화가 도드라지고 있으며 교육 분야 역시 마찬
가지이다.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의 특성과 영역별 변화의 상황을 분석한 것을 기초로 북
한 교육의 변화 전망을 내오고 이후 남북의 교육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1) 국정과제 93-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6

Ⅰ. 서설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유·초·중등교육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 사회와
교육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제도적 측면에서 먼저 고찰하였는데, 해방 후 북한의 역사를
4개시기로 나누어서 교육제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교육관련 법규와

제도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정은 시대의 주요 교육정책들을 6가지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북한
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원하는 주제를 연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선정한 6가지 주제들은 김정은 시대에 발간된 교육
관련 자료들과 정기간행물들을 분석하여 북한정권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주제들을 추출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다룬 김정은 시대 주요 교육정책 6가지는 유치원 통합교육의 실시, 초·중
등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편,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생활여건 개선, 교육 조건 및
환경 개선, 직업 기술교육의 강조, 사상교양의 변화 등이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연구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교과통합 유치원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종합놀이교육이
강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치원 교육의 변화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진
행되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련된 장에서는 학제개편 후 12년 의무교육기간의 교
육과정 전체가 개정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통합교과의 등장과 탐구활동의
강조, 교과서체계의 변화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교원에 대한 장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후 교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원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 조건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장에서는 북한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학교의 교육 조건 및 환경의 변화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직업 기술교육과 사상교양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주제이
지만 별도로 장으로 배치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주제들이 북한 교육에서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2014년부터 국가교육의 목표로 ‘전민과학기술인
재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학교교육의 개혁은 준비과정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

7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되어 2017년에 후기 중등교육 단계에 기술고급중학교가 신설되었다. 김정은 정권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은 2013년에 개정되었는데, 기술고급중학교는 2017년에 처음 개교하
면서 2013년 교육과정에는 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 기술교육에
대한 장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사상교양은 북한의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인데, 이
것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실천 활동
등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론의 정책제언 부분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북한교육의 각 영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추출하고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남북의 교육분야 교류, 협
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3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북한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 동향 및 교육개혁의 실행 상황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
하여 북한관련 선행연구물과 북한의 교육관련 문헌, 그리고 법규들을 고찰하였으며, 북
한에서 발간된 교육관련 정기간행물과 교과서에 대한 고찰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은 헌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교원법, 교육강령집행법 등이
있으며, 교육관련 문헌으로는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이 포함된 초·중등학교 교육강령
과 교과서들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시대의 교육관련 정기간행물을
전반적으로 검색하고 고찰하였는데, 로동신문, 교육신문, 인민교육, 교원선전수
첩등이 그 대상이었다.
▢ 면담 조사
북한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에 북한에서 근무하거나 재학한 경험을 가진 북한배경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담조사는 북한에서 교원이나 교양원 경력을 가진 이들 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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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가능한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12년 이후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학교에서 근무했거나
재학한 경험을 가진 교사와 학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2명을 대상으로 면
담이 진행되었다.
북한에서 2012년 이후 학교 교원으로 일한 경력을 가진 2명과 면담이 진행되었고, 유
치원의 교양원으로 근무했던 3명과 면담이 진행되었다. 북한을 떠나와 한국에 살고 있는
이들 중에서 북한에서 교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가진 이들의 숫자는 많았지만 2012년 이
후 북한에서 교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별로 없었다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북
한의 여러 지역 출신의 교원들을 면담하고자 했지만 결국 면담을 진행했던 5명은 모두
혜산 시내나 혜산 인근의 지역에서 교원이나 교양원을 했던 이들이었기에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학교나 유치원 교육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
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을 통해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
영향을 끼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시기에 북한의 학교에서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면담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교원들에 비해 좀 더 다
양한 지역 출신들을 면담할 수 있었는데, 혜산시 출신이 3명, 청진시 출신이 2명, 그리고
나진시와 보천군 출신이 각 각 1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이 최근에 북한의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이들이었고, 1명만 고급중학교 2학년 중퇴를 한 경우였다. 이들은 김정은 시대에
소학교 고학년부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 재학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학교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운영되었
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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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면담 참여자 특성(북한 출신 교사)
북한 출신 교사

구분

A1

A2

A3

A4

A5

탈북년도

2018

2018

2018

2015

2013

입국년도

2019

2018

2018

2015

2014

교원 유형

교양원

교양원

교양원

고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경력

7개월

2년 6개월

7개월

13년 9개월

10년

지역

혜산(외곽)

혜산(외곽)

혜산(시내)

혜산(시내)

혜산(시내)

북한 소득수준

중상

중

상

중

중

<표 Ⅰ-2> 면담 참여자 특성(북한 배경 학생)
구분

북한 배경 학생
B1

B2

B3

B4

B5

B6

B7

탈북년도

2017

2017

2019

2018

2018

2018

2018

입국년도

2018

2017

2019

2018

2018

2019

2018

학력

고급중학교
졸업
(2015년)

고급중학교
졸업
(2015년)

고급중학교
졸업
(2018년)

고급중학교
2년 중퇴
(2018년)

고급중학교
졸업
(2016년)

고급중학교
졸업
(2017년)

고급중학교
졸업
(2014년)

지역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청진시

나진시

양강도
보천군

함경북도
청진시

양강도
혜산시

양강도
혜산시

성별

남

남

남

남

여

여

여

가계
소득수준

-

상

-

중

중

중상

상

▢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북한교육의 최근 변화 상황 파악과 이후 변화 전망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최근에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북한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이들이었다. 이들과의 포커스 그
룹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의 북한 교육
변화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이후 북한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나갈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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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북한교육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이 자신
의 연구 경험에 의거하여 북한교육이 영역별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
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 워크숍
북한 학교교육의 최근 변화 상황과 이후 전망을 기초로 남북이 교육분야에서 어떻게
교류·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연
구진들과 북한배경의 교원들이 함께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교과서, 교육방법, 교육시설 및 환경,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영
역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으며, 이런 변화들에 근거해서 북한이 남한과 어떤 분야에서 교
류·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과 교류·협력 방안을 구안하는 공동 작업을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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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정은 시대 사회 변화와
교육 개혁
1. 김정은 시대 이전의 북한 사회와 교육
2.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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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정은 시대 사회 변화와 교육 개혁

북한사회는 해방 후 몇 번의 사회경제적인 성격 변화를 거쳐서 김정은 시대에 이르렀
다. 이 글에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관계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북한사회의 성격을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시기별로 교육정책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본 후 김정
은 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교육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1

김정은 시대 이전의 북한 사회와 교육

북한사회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운영된 시기는 1959년부터 1994년까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 시기인 1945년부터 1958년까지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
는 시기였고, 이 이후인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기는 시장을 인정하지만 그 확대
를 견제하면서 약화된 계획경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한 시기였으며, 2012년 이후의 시기
에는 시장경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표 Ⅱ-1> 시기별 북한 사회의 성격 변화
해방직후 김일성 정권기

김정일 정권기

김정은 정권기

1945-1958

1959-1994

1995-2011

2012-2019

경제체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병존

계획경제 전면실시
시장기능 미흡
(농민시장 10일장)

계획경제 약화
시장 확대(상설시장)
정부의 시장 견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병존
법으로 시장기능 인정

공업부문

주요산업 국유화
개인소유 기업 인정

모든 공업부문 계획경제
편입

7.1경제조치
기업 독립채산제

5.30담화
기업 자율경영
개인투자인정

농업부문

토지개혁
(토지 개인소유)

국영농장, 협동농장
(토지 국가·사회 소유)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10-25명 분조경영)

협동농장 포전관리제
(가족단위 토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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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김일성 정권기

교육부문

1945-1958

1959-1994

높은 교육열
4년제 의무교육
7년제 의무교육

교육열 냉각
9년제 의무교육
11년제 의무교육

학교교육 확대
각급학교 규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정일 정권기

김정은 정권기

1995-2011

2012-2019

학교교육 위축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학교교육 정상화
12년제 의무교육
교원법
교육강령집행법
직업기술교육법

<표 Ⅱ-2> 북한 학제개정과 의무교육제도의 변화(김정원 외, 2014b: 52)
학제
1946년 개편 1953년 개편

1959년 개편

1966년 개편

고등
기술학교

고등 고등기술
학교 학교

1973년 개편

2012년 개편

연령
17
16
15
14
13
12

기술
고급
전문
중학교
학교
초급
초급
기술
중학교
학교

고급
중학교

초급
중학교

11
10
9
8
7

인민학교

초등
의무
교육
56년
실시

인민
학교

고급
중학교

기술학교

7년
중등
의무
교육

중학교

58년
실시

인민
학교

9년
의무
교육

중학교

67년
실시
인민
학교

고등
중학교
11년 (중학교)
의무
교육

기술
고급
중학교2)

초급
중학교

12년
의무
교육

2014
72실시
75년
실시 인민학교
(소학교)3)

소학교

6
5
4

유 높은반
치
원 낮은반

출처: 김정원 외(2014b: 52)의 표에 2017년에 신설된 기술고급중학교를 추가함

2) 기술고급중학교는 2017년에 새로 도입된 학교이다.
3) 인민학교는 소학교,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2002년도에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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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방직후와 김일성 정권 전기(1945-1958)
1) 정치·경제적 상황

해방직후 북쪽 지역의 상황을 보면, 정치 분야에서는 좌우합작의 정치가 진행되었고,
경제 분야에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개인의 생
산수단 소유가 인정되었으며 다양한 정당과 정치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이 체
제는 1948년 북한정부 수립이후에도 유지되었으며 농촌의 협동농장화가 북한 전역에서
완료되는 1958년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 정치 분야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전면
에 제시되지는 않고 좌우합작의 정치가 실행되었는데, 1946년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
원회를 살펴보면 김일성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인물들과 민족
주의계열의 인물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김광운, 2003: 272), 임시인민위원회가 제시한
20개조정강의 내용에도 주요산업을 국유화한다는 것과 개인 중소상공업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김광운, 2003: 279). 1948년 제정된 북한 헌법에
도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내용과 주요 산업은 국가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함
께 들어있는 것(장명봉, 2005: 21)으로 보아 1948년 북한 정부 수립 이후에도 큰 기조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정치 영역에서 노동당의 주도
권이 강화되었지만 전후복구 이후 농업협동화의 추진이 완료될 때까지는 생산수단의 개
인소유와 개인의 상업활동이 인정되었다.
해방직후 북한에서 진행된 주요 경제조치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가 공존했음이 잘 드러난다. 중요한 대표적인 조치들로는 자영농들의 개인 토지소유를
보장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과 일제가 소유했던 주요산업을 국유화한 것 등이 있는
데, 이 두 가지 조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에 제정한 ‘토지개혁에 관한 법
령’과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다
른 경제정책의 시행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1947년부터 인민경제발
전계획을 세웠는데(김일성, 1947: 196),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다른 성격의 것
이지만 북한이 이 시기에 경제의 일부분을 국가계획 하에 운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 시기에 시장과 상업 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들도 있었는데, 1946년 11월
제정된 ‘상업 및 상업발전에 관한 법령’과 1947년 2월 제정된 ‘인민시장규정’등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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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 ‘상업 및 상업발전에 관한 법령’에는 법령 제정의 목적으로 “개인소유 및 개인
의 자유로운 창발적 활동을 보장하며 상업의 정상적 발전을 장려할 것”이 제시되기도 하
였다(정경모·최달곤, 1990b: 366).
북한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에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체제는 유지되었다.
1948년에 제정된 북한 헌법 제5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

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삼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수운,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 일본인 또는 친일
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장명봉, 2005: 21)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확인
된다. 이 시기에도 경제발전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되었지만(공률, 인민 1949-3: 3-4),
앞의 북한 헌법에서도 확인되듯이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도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후 전후복구가 진행되면서 1958년에 농촌의 협동농장화가 북한 전역에서 완
료되기까지는 여전히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병존하고 있었다. 1955년 8월 ‘개인상공업
허가에 관한 규정’(정경모·최달곤b, 1990: 387)을 발표하여 개인상공업 활동을 허용하는
분야와 개인상공업 활동을 제한하는 분야를 규정하였는데, 전쟁 후 노동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개인상공업 활동에 대한 제한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전면적인 폐지에 이르기
까지는 시간이 드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2) 교육관련 법규와 제도

해방 직후 교육 분야의 가장 큰 과제는 일제강점기의 교육을 청산하고 해방된 나라의
새로운 교육을 세워나가는 것이었다. 이 과제는 교육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학제개편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고, 학교교육의 기회를 확대
하는 것 등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기 제정된 교육관련 법규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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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교육관련 법규 목록(1945-1958)
법규명

연도

제정 주체

학교교육개선책에 대한 건

1946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학교교육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에 대한 결정서

1946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헌법(제18조)

1948

최고인민회의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1949

최고인민회의

인민학교에 관한 규정

1950

교육성

초급중학교에 관한 규정

1950

교육성

고급중학교에 관한 규정

1950

교육성

인민학교 기술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제 개편에 관하여

1953

내각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하여

1958

최고인민회의

해방 후 북쪽 지역에서 일제강점기의 교육을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었는데, 1946년 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제정 발표한 ‘학교교육개선책에
대한 건’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 개선책에는 학교 교육의 개선과 쇄신을 위해 학교질
서를 확립하고, 교수내용을 충실히 하며, 진보적 민주주의원리에 의거해 교양사업을 개
선하며, 가난한 학생들에게 식량배급과 기술사를 제공하며, 교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 등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경모·최달곤, 1990c: 2). 이 조치는 구체적인 교과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려는 의지
를 드러냈으며 학생들과 교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해방이 되면서 일제강점기 교육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었는데, 해방부터 한국전쟁까지 북한지역에서는 3회의 교육과
정 개정이 있었다. 1945년 11월 ‘북조선 학교교육 임시조치요강’에 나온 교육과정 개정
과 1947년 학제 개편 이후의 교육과정 개정 그리고 북한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교육
과정 개정이 있었다. 일련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우선 국어, 역사, 지리 과목에서 일본
어, 일본역사, 일본지리를 가르치던 것을 “조선어, 조선 문학, 조선 력사, 조선 지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바꾸었고(교육도서출판사, 1955: 54), 일제강점기 후기 군사훈련의 내
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체육교과의 수업시수를 대폭 줄였으며, 저급한 실용직업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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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업교과 등을 폐지하였으며, 국어와 산수 등 일반교과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남녀
학생간의 교과목 이수상의 차이를 없앴고, 모든 교과목에서 정치사상교육을 부과하는 것
이었다(이향규, 2000: 131).
새로운 학교교육을 위한 학제개편은 <표 Ⅱ-2>의 내용과 같이 1947년도에 이루어졌는
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에 발표한 ‘학교교육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에 대한 결정서’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다. 이 학제개편은 일제 강점기의 6-5학
제를 5-3-3학제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학제의 주요 특징은 이전보다 중등교육의
수학 연한을 늘렸다는 것과 중등교육 단계에서 기술교육과 인문교육 기관이 나누어진 복
선형학제였다는 것이다. 이 복선형 학제는 평등교육을 주장하며 단선형 학제를 주로 채
택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학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이렇게 전기 중등교육 단계에
서부터 초급기술학교를 둔 복선형 학제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 시기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인력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김지수, 2005: 112).
한국전쟁 이후에는 북한의 학제가 4-3-3학제로 개편되면서 초등교육 기관인 인민학교의
연한이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되었고, 중등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 기관들이 폐지되
면서 단선형학제로 개편되었는데, 이 학제는 당시 소련의 학제와 동일한 것이었다.
해방 후 북한 지역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교교육기회의 확대인데, 이
는 학교증설운동과 의무교육확대 정책으로 나타난다. 위의 <표Ⅱ-3>에서 확인되듯이 이
시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교육관련 법규는 헌법과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에
관한 것들이다. 1948년 제정된 북한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은 제18조인데 이것 역시 주
로 교육기회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 헌법(1948년) 제18조 』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보장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이 시기 북한의 학교교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현상은 학교증설 사업에 북한 주민들
이 자발적으로 금품과 노동력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나섰고, 정부의 의무교육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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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교증설 계획이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해방 후 3년만인 1948년에 5년제 인민학교의 취학률이 94.3%에 달한 것(교육도서출판
사, 1955: 26)은 이 시기 5년제 초등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학교증설운동이 북한 전역에
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되었음 보여주고 있다(김지수, 2005: 92). 식민지 교육을 청
산하고 새로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교육기회의 확대는 중요한 정책 과제였고,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교육열의 표출이 그에 맞물려 학교증설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
행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기반은 북한지역에서 토지개혁이 1946
년에 진행된 후 경제적 여력이 생긴 주민들은 지역의 학교 신축과 증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물자, 노동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김기석, 2001: 61-62).
이 시기 북한의 의무교육확대 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1953년
에 4년제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고, 1958년에는 7년제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
다. 이런 성공은 의무교육확대의 기초인 학교증설 운동이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와 정부의 계획적인 조직적 지원 결합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결과였다. 한국전쟁 이전
의 5년제 초등의무교육 추진 정책은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1949년)
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5년제 인민학교 취학률이 거의 100%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성공적
으로 실행될 수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실제 실행이 되지는 못하였고(김지수, 2005: 132),
한국전쟁 이후 4년제 초등의무교육 추진은 1956년에 달성하였는데, 이는 정전협정이 체
결된 지 3년 만에 이룩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었다. 또한 그 이후 추진된 7년제
중등의무교육은 1958년에 달성되었는데, 원래 7년제 중등의무교육의 실시는 1961년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렇게 3년이나 기한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후 북한 지
역에서 협동농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그 결과 초기 규모의 효과에 의해 증가된 농업생
산물의 상당 부분을 주민들이 학교증설 재원으로 투입했기 때문이었다(김지수, 2005:
140). 이와 같이 이 시기 북한에서는 전쟁 후 3년 만에 4년제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였

고, 그 이후 2년 만에 7년제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교육법’이 따로 제정되지 않고 각급학교에 관한 규정들만 제정되
었는데, ‘인민학교에 관한 규정’, ‘초급중학교에 관한 규정’, ‘고급중학교에 관한 규정’등
이 <표Ⅱ-4>의 내용과 같이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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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각급학교 규정 구성(1950년 제정)
인민학교에 관한 규정

초급중학교에 관한 규정

고급중학교에 관한 규정

1장

총칙

총칙

총칙

2장

교육교양 사업조직

교육교양 사업조직

교육교양 사업조직

3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생의 권리와 의무

4장

기구 및 운영

기구 및 운영

기구 및 운영

5장

재정 및 재산

재정 및 재산

재정 및 재산

6장

학교 내 단체

학교 내 단체

학교 내 단체

7징

-

야간 초급중학교

야간 고급중학교

위의 각급학교 규정에는 학교교육의 목적이 공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부
강한 민주조국건설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으로 제시되어 있다(정경모·최
달곤, 1990c: 107). 해방 후 북한에서는 ‘부강한 민주조국건설’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국
가를 세우는 것이 당면 과제로 여겨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목표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관련된 이념적 성격을 지닌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부강한’, ‘민주’, ‘유능한’
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도 당시 좌우합작정부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시기 학교 교육의 목적에서 인재 양성을 강조한 것은 일제 강점기 취학률이 낮았고
학교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중요한 문
제로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나. 김일성 정권 후기(1959-1994)
1) 정치·경제적 상황
1958년 8월에 북한은 농촌의 협동농장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 개조가 완료되었

고 그 이후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수립되어 운영되었다(국토통일원, 1988: 797).
이 시기 북한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노동당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노선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며, 이것은 1961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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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노동당 제4차당대회에서 김일성이 북한의 당, 정부, 군, 경제 영역 등을 모두 장악
하는 것으로 결과 지어졌다(서동만, 2005: 788-789, 914). 이 시기 형성된 북한의 수령
중심 정치구조와 계획경제 체제는 중간에 부분적인 보완이 있었지만 1994년 ‘고난의 행
군’이 시작되는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런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는 북한
헌법에 뒤늦게 반영되었는데, 1972년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헌법으로 전면 개정이 진
행되었고, 제18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
유이다.”라고 규정되었다(정경모·최달곤, 1990a: 28).
북한에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가 폐지되고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만 인정되는 상황
에서 상업 활동 역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었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정지되었
다. 제한적인 상업 활동 장소로서 농민시장이 10일장으로 열렸지만 이 농민시장은 쌀,
옥수수 등의 곡물과 공산품 거래가 금지된 시장이었고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이나 소박한
식료품을 사고파는 수준의 시장으로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없었고 시장가격결정의 기
능도 갖지 않은 것이었다(민영기, 2018: 62).
계획경제로 운영되는 북한 경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한 수령중심으로 운영
되는 사회주의 경제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이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
고 있는데, 첫째는 생산의 계획화이고, 둘째는 소비의 배급제이며, 셋째는 무역의 국가독
점이다(민영기, 2018: 10). 이런 북한 계획경제 운영의 중심에는 수령이 위치하고 있는
데, 김일성은 수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국가운영의 중심으로 그 역할과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김연철, 1995: 309). 수
령은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경제의 각 부분에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사회적 생산물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데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였기 때문에 북한 계획경제체제는 수령중
심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민영기, 2018: 80).
한국전쟁 이후 고도성장을 기록하던 북한은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겪게
되고 197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정책에서 몇 가지 변화된 정책을 시행하였다.
1960년대 경제·군사병진노선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북한은 이의 극복을 위해
1970년대에는 해외의 선진기술과 외자유치를 모색하면서 해외 차관도입과 무역확대 등

을 시도하였지만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비철금속 수출이 부진을 겪으면서 외채상환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1976년에는 외채 디폴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이영훈,
200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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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에서의 변화가 생기던 시기 김정일은 권력의 중심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1973년 9월 김정일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임명되면서 권력의
중심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였고, 1974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되는 절차를 거쳐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위치를 승계할 준비를 하게된다
(백학순, 2010: 634-636).
1980년대에 북한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합영법 제정(1984년)과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의 외채문제를 피하면서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 제시
된 것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합영법의 제정이었다(이영훈, 2006: 114). 그렇지만 합영
법은 해외투자 유치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경제 활성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
하였다. 북한경제 침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의 주민들이었는데, 무기개발 등 중공업
우선 발전 경제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소비재 부족현상을 겪었고, 이 소비
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이었다. 8.3인민소비
품 창조운동은 노동자들이 생산활동 이후의 부산물이나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생활 소비
용품을 생산하고 이를 8.3인민소비품 직매점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이관세
외, 2016: 680-681). 이는 경제 계획 외의 생산 활동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교육관련 법규와 제도

사회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완료된 이 시기의 북한에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의 제도
와 교육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육 분야의 주된 과제였다. 아래 <표 Ⅱ-5>에 나오는
교육관련 법규들을 보면 의무교육제에 대한 법령이 3개나 있는데,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형성과 관련 있는 것이며, 그 외에 어린이보육교양법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닌 법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 데 관한 법령’(1959)은 1958년
에 발표된 기술의무교육제와 관련된 학제개편에 대한 법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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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교육관련 법규 목록(1958-1994)
법규명

연도

제정 주체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하여

1958

최고인민회의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 데 관한 법령

1959

최고인민회의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1966

최고인민회의

사회주의 헌법

1972

최고인민회의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1973

최고인민회의

어린이보육교양법

1976

최고인민회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

노동당(김일성 발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정리된 문서로

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발표한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교육
의 특징인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교육과 정치의 결합, 집단주의 교육 등을 어떻게 학
교교육에서 구현하는지는 해방 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제였는데, 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전환된 북한 사회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학교교육을 실행해나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경험을 계속 축적하였고 그 결과가 정리되어
1977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로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례는 기술의무교육제의 추진과 김일성이 현지 지도한 약수중학교 교육경험의 확산이다.
기술의무교육제의 추진은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라는 사회주의교육의 이념을 북한
정부가 실제 정책으로 도입하여 실행한 사례로서 당시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다. 북한
의 학제변천을 보여주는 <표 Ⅱ-2>를 보면 1959년에 북한 정부는 후기중등교육단계에서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고급중학교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술학교를 신설하여 모
든 학생들이 기술학교에서 직업기술교육을 받게 하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라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막상 1967년의 9년제의무교육제 실시를 앞두고 1966년 학제개편
에서는 기술학교가 폐지되고 후기중등단계에서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신설되
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정부의 기술의무교제의 추진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음이 드러난다(김지수, 2006: 144).
기술의무교육제는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하게 결합시킨 기술학교를 의무교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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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었는데, 1958년 입안되어 1962년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원래
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1967년에 수정된 형태로 실행되었다(김지수, 2006:
143). 북한 정부는 1950년대에 7년제 중등의무교육을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1958년

에 실시한 것에 자신감을 얻어 기술의무교육을 1962년에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당시 북한의 상황에서 기술의무교육이 계획
대로 실시될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첫째로 기술학교 학생들의 생산실습시설을
제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로 북한 주민들의 진학욕구와는 다르게 고급중
학교를 폐지하고 기술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진학하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교육열이
발양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셋째로 학교의 교육활동과 생산노동 활동을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단기간 내에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김지수, 2006: 143).
기술의무교육의 추진은 북한교육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였는데, 우선 이야
기할 수 있는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교육열이 냉각되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중등학
교에서 기술교육의 성격이 직업기술교육에서 기초기술교육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약수중학교 교육경험은 북한식 사회주의 학교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실험이
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북한의 국가관리 방식이었던 수령의 현지지도 방식이 교육
분야에 적용된 것으로서, 이 시기 북한 학교교육의 모범을 만들고 확산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에서는 ‘청산리 방법’, 공업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김일성의 현지지도
를 기초로 사업관리 방식의 모범을 세우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모델이 되었다. 수령이 제
시하는 문제해결의 방향과 사업지도 내용은 현지교시라 하여 그 영역에서 전국적인 사업
지침으로 제시되는 것인데, 교육 분야에서는 평안북도 창성군에 소재한 약수중학교 교육
경험이 모범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되었다(김지수, 2005: 227).
약수중학교 교육경험은 당시 북한 학교교육에서의 핵심적인 관심이 교육과 생산노동
의 결합에서 사상교육의 강조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은 1962년 약수중
학교를 현지지도하고 그해 10월에 내각 전원회의에서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
하여’라는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교육사업
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형찬, 1990: 253)라고 지적하면서 사상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과학기술교육과 공산주의교양을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합
니다.(김형찬, 1990: 255)”라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기술의무교육에서 교육과 생산노
동의 결합을 학교교육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던 이전의 강조점과 다른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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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는 것은 기술학교의 생산실습
과 기술교과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1958년 기술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생산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였고 기술교과의 비중도 25%에 달하여 생산실
습과 기술교과의 비중을 합치면 75%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1962년 기술학교의 교육
과정에서는 기술교과와 생산실습의 시수를 합쳐도 전체 교육과정에서의 비중이 17.1%에
그치는 수준이다. 생산실습과 기술교과의 비중이 75%에 17.1%로 줄어드는 극적인 변화
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김지수, 2006: 141).
약수중학교 교육경험 이후 북한의 교육에서는 새로운 교육목표로 지·덕·체를 갖춘 공
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교육 목적에 대한 표현이 변화되
는 것은 아래의 두 개 인용문의 차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첫 번째 인용문은 1959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인민교육체계 개편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에 나온 구절로서
기술의무교육이 추진되던 시기 북한정부의 교육의 목적에 대한 글인데, 이 법령에는 “사
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로동을 할 수 있게 다방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1972년 전문 개정된
북한 헌법에 나온 것인데,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학교들은 학생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이 과학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가지고 생산로동을
할 수 있게 다방면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여야 한다(국토통일원, 1988: 545)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
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1972년 북한 헌법 제39조)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에 대해 잘 정리된 북한 문헌은 1977년에 발
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사회주의 교
육의 내용으로 정치사상 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내용은 북한에서 생각하는 덕·지·체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덕육이란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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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인데 교육과 정치의 결합이라는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설명되고 있다.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사상교양을 잘하여야 학생들
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풍모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또한 정치사
상 교양을 잘하는 기초우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사회주의 교육
에 관한 테제, 1977).

북한교육에서 강조하는 지·덕·체에서 덕육은 정치사상교양으로 세계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지육은 과학기술교육인데 여기서 과학은 자연과학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
고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하는 전반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다. 따라서 지육은 일반지식교
육과 기술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육은 예체능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건강
한 신체와 풍부한 정서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사회
주의교육의 방법, 사회주의 교육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북한의 교육 이념에서부터 교육의 내용, 방법, 제도, 행정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
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는 1977년에 발표된 이래 김정일 시
대에 이르기까지도 북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 여겨졌으며,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
1999년에 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문서의 위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표 Ⅱ-6>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내용 구성(김지수, 2014: 6)

1.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

3.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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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

5.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전반적의무교육제도
전반적무료교육제도
일하면서배우는 교육제도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
학교의 사명과 임무
교원의 위치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보장, 사회적지원

기술교육에서 정치사상교양으로 교육의 강조점이 바뀐 것은 교육과정개편에도 나타난
다. 해방직후에는 정치사상교양 관련 교과목으로 ‘인민’, ‘헌법’등의 과목이 있었으나 이
후 폐지되고 1950년대 교육과정에는 정치사상교양 관련 교과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1960년대 들어서 ‘공산주의도덕’교과가 신설되었고, 1969년부터 정규교과로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김일성원수혁명활동’과목이 가르쳐졌고, 고등학교에서는 ‘김일성동지의
로작’과목이 가르쳐졌다(김기석·조정아, 2003: 81). 1983년 북한 교육과정에 의하면 인
민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과목을 가르쳤고, 고등중학교에서는
‘위대한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과 ‘위대한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과목을 가

르쳤다.
북한은 1973년에 학제개편을 하면서 11년제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이전의 보통교
육을 모두 무상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진행하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73년
4월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라는 법

령을 제정하고 1976년까지 단계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을 전 지역에 도입할 것을 결정
하였는데,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이 11년 의무교육에 포함되
는 것이었다(정경모·최달곤, 1990c: 62-63).
1980년대 북한의 학교교육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는 수재교육기관으로 제1고등중학교

를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정책들을 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인
다. 1970년대까지 북한은 수재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는데, 1980년
대에 들어서는 그 입장을 변경하여 수재교육을 필요한 것으로 표방하면서 새로운 중등교
육기관으로 제1중학교를 각 도에 설치하였다(김정원 외, 2015a: 65-66). 북한은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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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수재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재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수재교육기관을 도입하는 것으로 입
장의 변화를 보인 것은 1984년 김정일의 연설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잘
꾸릴데 대하여’에 잘 나와 있는데, 김정일은 이 연설에서 수재교육기관을 잘 꾸리면 거기
서 양성된 수재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김정일, 1984: 76).
북한은 1984년 평양에 제1고등중학교를 수재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986년 이
후 각 도 소재지에 12개의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하여 수재교육을 실시하였다(조선중앙
통신사, 1986: 220, 김정원 외, 2015: 66에서 재인용).

다. 김정일 정권 시기(1995-2011)
1) 정치·경제적 상황

김정일의 단독집권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고난
의 행군’과 그것의 극복 과정으로 특징이 드러나며, 정치적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선군정치가 실행되었고 경제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는 시장을 견제하는 상
황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는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계획경제 운영의 근간이었던 배급제
가 붕괴되면서 상설시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
야기되는 1990년대 중후반에는 풍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고, 생산시설의 가
동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 되면서 계획경제가 붕괴되었고, 김일성이라는 수령중심 경제체
제의 중심 존재가 사망함으로써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1980
대 후반 이후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전과 같이 이들 나라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10일장으로 운
영되던 농민시장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상설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일상 속
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정부는 1995년부터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호소하고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비합법적인 시장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묵인할 수밖에 없
었다(박순성, 2006: 354).
북한은 경제위기 발생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경제 계획 영역을 축소하고 시장의

30

Ⅱ.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경제 관리방법을 개선하였다.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는 물가와 임금을 인
상한 것이고, 둘째는 공장과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강화와 자율성의 확대이며, 셋째는 사
회보장 및 배급제 가격보조 혜택의 개편을 통한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이다(이관세 외,
2016: 661-663). 김정일 정권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시장시스템을 받아들여 기존의

계획경제와의 병존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식량난 이후 생겨난 시장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받아들인 성격이 강하다(이석기, 2009: 133). 물가와 임금을 인상한 것은 계획경제 영역
에서의 국정가격과 시장에서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해 계획경제 영역에서의 물
자가 시장으로 계속 유출되는 것을 막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제 시장 가격에 비추어
너무 낮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
도 국가 경제 계획을 세워 모든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허용해준 것이었다(민영기, 2018: 124-125). 이런 상황은 경제계획의 일원화라는 기
존의 국가-기업 관계에 대한 제도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0년대 후반 중앙
집중적 물자공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었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
와 실질적인 기업운영방식 간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석기 외,
2018: 93).

김정일 정권의 시장에 대한 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보조적
공간으로 시장을 허용한 것이며 시장경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민영기, 2018:
182), 시장의 기능 확대에 대한 견제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확대되는 시장에 대한 견제는

시장에서의 거래품목에 대한 제한, 상행위 장소에 대한 제한, 시장 종사자에 대한 연령
제한, 장사시간에 대한 제한 등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민영기, 2018:
183-184). 2009년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교환은 시장에 대한 견제 정책의 절정이라

고 할 수 있었다. 김정은 정권은 화폐교환을 통해 화폐를 축적해 보유하고 있던 상인들의
영향력 약화와 시장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하였는데, 시장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거두었지만, 환율과 물가폭등이라는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식량 등 주요 상품의 공급 위축으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킴으로써 이후 시장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민영기,
2018: 187,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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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관련 법규와 제도

김정일 집권 시기 북한의 교육제도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교육관련 법령제정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학교교육을 정상
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보다는 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와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였고,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009년에 교육법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보통교육법과 고등교육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시기에 교육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전 시
기와 비교했을 때 통치방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 시대에는 ‘사회주의 교육
에 관한 테제’와 같이 수령의 교시로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제도 운영을 진행
하였지만 ‘고난의 행군’이후에는 배급제가 무너지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이전보
다 많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정부는 현실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법률 제정이나 개정과 같은 법제 정비작업을 진행하였고(장명봉, 2005: 18), 그
과정에서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령을 기초로 학교제도를 운영하
고자 한 것이다.
이런 교육관련 법령의 제정은 사회통제 방식의 변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교육관
련 법령의 제정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흐트러진 학교교육의 기강을 세움으로써 그동안 이룩해
온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후 학교교육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
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김지수, 2014: 4). 이것은 법령의 목적에도 명확하게 나타
나는데, 교육법 제1조에도 “교육법은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무너지거나 약화된 제도와 질서를 법령
을 기초로 다시 엄격하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지도자의 교시뿐 아니라 법령을 통해서도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이 시기의 사회통
제 방식은 교육의 목적과 법규의 내용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의 헌법에 나온 교육의 목적
에서 이전 헌법에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규정되었던 인간형이 ‘주체형의 새 인간’
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공산주의를 지
향하는 사회적 목표가 변화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산주의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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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 이념으로 내세워진 주체사상을 내세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Ⅱ-7>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목적 변화
1972년 헌법 제39조

2009년 헌법 제 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표 Ⅱ-8> 교육관련 법규 목록(1994-2011)
법규명

연도

제정, 개정 주체

교육법

1999

최고인민회의

어린이보육교양법

1999 개정

최고인민회의

보통교육법

2011

최고인민회의

고등교육법

2011

최고인민회의

교육관련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일 시대에는 이전 시대와 달리 이념적인 표현이
줄고 실질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교육관련 법규들이 작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나타난
다. 1976년에 제정되었던 어린이보양교육법은 1999년에 개정될 때 제5조가 크게 수정되
었는데, 그것이 바로 법령의 이념적 배경에 관련된 조항이었다. 1999년 어린이보양교육
법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조선로동당’, ‘주체사상’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던 1976년 법
령의 제5조가 삭제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인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기관을 운
영하고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되었다(김지수, 2014: 11). 어린이보육
교양법 제5조의 개정에서도 제도와 질서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들이 실질적인 사회규범으로 기능하기를 북한정부가 기
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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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내용 변화
1972년 어린이보육교양법 제5조

1999년 어린이보육교양법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맑스-레
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
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학령전어
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
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하는 제도와 질서
를 규제한다.

<표 Ⅱ-10> 북한 교육관련 법령의 내용 구성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장

교육법의 기본

보통교육법의 기본

고등교육법의 기본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고등교육의 실시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제5장

교육조건보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성을 보면 학교교육의 목적과 교육제도, 그리고 교
육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기관과 교육사업 관련자들의 사업방식에
대한 지도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교육관련 법령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 제정 취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겠다고 천명한데에서도 드러나며 법
령의 마지막 부분의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부분에서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들을 담
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북한의 이 시기 교육관련 법령 등이 이전 시기 법규들과 달리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당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것의 반영인 학교교육 활동의 열악함과 관련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교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교
육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령 제정을 통해 새롭게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북한의 학교는 학생들의 출석률 급감과
교사들의 학교 이탈로 인해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교과서와 학용품의
부족, 학교시설의 낙후 등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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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전개되었다(한만길, 2013: 43-44).
이 시기 교육관련 법령에 포함된 처벌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북한 교육이 처한
어려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법 제52조에는 “이 법을 어겨 교육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
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육법 제
52조와 제53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보통교육법 제5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 처벌을 준다.
1. 학교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
2. 학교배치 및 건설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거나 학교건물, 시설관리를 잘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
을 주었을 경우
3. 교사와 운동장 같은 학교시설을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하여 학생들의 교육교
양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교원양성, 배치사업을 잘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교육강령집행을 태공하였거나 학생들을 승인없이 학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6. 시험조직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과 발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교과서 같은 것을 비법적으로 출판, 인쇄하여 상적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9. 리기적인 목적으로 비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통교육법 제5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5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
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북한 보통교육법, 1999년)

위의 법령들에 나오는 행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은 처벌을 준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
체적인 처벌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처벌 규정들은 교육법령의 하위 법규인 시행
규정에 나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서 교육법 시행규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김지수, 20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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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와 교육(2012- )

가. 김정은 정권의 정치 경제적 상황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이전의 선군정치의 중심이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를 중심으로 국내 정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2019년 헌법
개정에서 선군사상을 삭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선군정치를 강조하지 않
은 것은 국무위원회가 선군정치를 구현한 국방위원회와는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하며(이상숙, 2018: 55), 이런 정치적인 변화는 내각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제도 개혁을 실행하고 있는데, 전 시기에 진행된
시장의 확대를 인정하고 이에 맞추어 법과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여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가 병존하는 경제체제를 만들고 있다. 이전의 김정일정권 시기에는 시장화가 법과 제도
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면서 현실과 제도상의 간격이 발생하였던 것에 비하여, 김정은 정
권 시기에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축소하려는 법 개정을 통해 시장을 인정하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석기 외, 2018: 13). 김정은 정권은 2012년 5.30 조치를
발표하여 경제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권을 보장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실제 경영의 자율권을 가지고 제품개발권, 인재관리권을 행사하고 노동자들에는 일한 양
을 반영하여 번 것만큼 분배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민영기,
2018: 210-211).

김정은 정권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체제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변화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이 발표된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
기업소법을 개정하여 기업소에 계획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노동력조
절권, 무역과 합영·합작권,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에 농장법을 개정하여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여 가족단위의 영농 자율권을 확

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 이외에도 인민경제계획법과 무역법도 개정하여 시장경제의
법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개혁을 진행하였다(이석기 외, 2018: 16).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은 국가의 경제 계획 영역을 축소하고 시장의 영역을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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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것의 합법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기업소들이 자체적인 수익을 남겨서 새로운 상품
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차등 지급될 수도 있고, 농민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현물분배 받아서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는 등 북한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든 것이다. 이런 북한 사회의 변화는 북한 교육의 변화에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나. 김정은 시대 교육개혁의 방향과 특성
김정은 정권의 북한교육 관련 법규와 제도 개편을 살펴보면 이전 시대와는 다른 성격
이 드러나데, 이런 교육관련 법과 제도 개편의 목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교육이 이전 시대 교육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학습자의
탐구활동에 대한 관심인데, 그 이유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탐구활동이 중요한 것
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Ⅱ-11> 교육관련 법규 목록(2012-2019)
법규명

연도

제정 주체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2012

최고인민회의

교원법

2015

최고인민회의

교육강령집행법

2016

최고인민회의

직업기술교육법

2018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정권은 2015년에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교
원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2016년에는 교육강령집행법을 제정하였으며, 2018년에 직업기
술교육법을 제정하였다. 교육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8조의 내용 중에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것”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개정한 부분이다. 이
법조문의 수정은 김일성정권 시기인 1975년 11년제무상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
적으로 북한 사회주의교육에서 목표로 내세워온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전인민과학기술
인재화’로 수정한 것이다. ‘전인민의과학기술인재화’는 2014년 김정은이 ‘새 세기 교육혁
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교육신문, 2014.09.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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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목표인데, 이것은 김정은 시대에 이전과는 다른 교육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파
악된다.

<표 Ⅱ-12> 교육법의 내용 변화
2007년 교육법 제8조

2015년 교육법 제5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
이다.
국가는 교육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며 전체 인민이 일
생동안 꾸준히 학습하도록 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이다.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
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전민과학기
술인재화를 실현하며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꾸준히 학
습하도록 한다.

김정은은 2014년 9월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교육개혁 방향과 내용을
밝혔다. 그는 북한을 강성국가로 만들기 위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교육의 핵심목표
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교육체계 완비, 교육과정 개정, 교수방법 개선, 교육조건 및 환경
개선, 교원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을 교육개혁의 범주로 제시하였다. 교육체제의 완비
는 2012년 학제 개편에 이어서 고급중학교 단계에 기술고급중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기
존의 전문학교를 기술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것 등이며, 교육과정 개정은 학생들의 지식
과 기술을 배양할 뿐 아니라 탐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조
건 및 환경개선은 ‘다기능화 교실’이라는 명칭의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비하는 것이 중심이다.
김정은이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목표는 경제 개방을 염두에 둔 교육목표로
파악된다. 김일성시대에 제시된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북한 모든 주민들을 고등교육까
지 받게 하겠다는 학교교육의 확대와 교육기회의 보장을 중심에 둔 교육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제1중학교와 같은 수재학교를 신설하여 국제경
쟁력은 엘리트교육을 통해 달성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보통교육을 확대하는 교육정책
을 주로 펼쳐왔었다.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목표로 내걸고
고급기술중학교의 신설, 기술전문대학의 전환, 노동자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고등
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은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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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달성을 위해 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세

계적 추세에 맞춘 교육과정 개정을 실시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개
선할뿐 아니라 ‘교육강령집행법’을 제정하여 교육과정의 엄격한 준수를 규정하며, ‘교원
법’을 제정하여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교원의 생활보장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Ⅱ-13> 교원법과 교육강령집행법의 내용 구성
교원법

교육강령집행법

제1장

교원법의 기본

교육강령집행법의 기본

제2장

교원의 자격과 양성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

제3장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교육강령의 집행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

제5장

교원에 대한 우대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

제6장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

김정은 시대에 교원법을 새로 제정한 목적은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
가 교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원법 제1조 교
원법의 사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은 교원대렬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그
들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교육발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라
고 규정되어 있다. 교원법의 내용 구성을 보면 교원의 자격과 양성, 교원의 활동의 핵심
인 교수교양과 연구, 그리고 교원의 자질 향상이 있으며, 그 외에 교원에 대한 우대와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 교원에 대한 우대와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
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김정은은 2019년 9월에 개최된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서 북한의 교육이 아직 “당의
의도와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대하
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 교육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고 “교육강국, 인재강
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교원들이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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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교육신문, 2019.0 9.04.). 이와 같이 북한정부는 아직 북
한교육이 세계교육의 수준에는 뒤떨어져 있으며 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
고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분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법의 내용에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과 교
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부분에 이어 교원에 대한 우대와 교원의 사업조건보장에 대한 부
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교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교육활동을 요구함과 함께 우대를 보
장하고자하는 북한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원법 제20조(교
수사업)와 제42조에 잘 드러나 있다.

교원법 제20조 (교수사업)
교수사업은 교원의 본분이다.
교원은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를 바로 인식하고 개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정해진 책임교수시간을 형태별로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교원법 제42조 (교원우대의 요구)
교원을 우대하는것은 교원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조건이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을 우대하고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강령집행법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에서 집행해야 할 것에 대
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강령이란 교육과정안과 각 교과 교수요
강이 포함된 것인데, 교육강령집행법 제1조 교육강령집행법의 사명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은 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교육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이는데 이바지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다.
교육강령집행법의 핵심적인 목적은 교육강령을 잘 집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제
13조에는 “교육강령의 집행은 교육기관이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계획

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모든 학교는 교육강령 집행
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강령집행법은 교육강령
의 기본,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 교육강령의 집행,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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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강령집행법 제33조에는 금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3조와 제44조에는 행정
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강령집행법 제33조 (금지사항)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수업시간표에 예견된 일별교수시간수와 주별교수일수를 어기는 행위
2. 과외자체학습시간에 교육강령집행과 인연이 없는 다른 사업을 조직하는 행위
3.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생산로동을 조직하는 행위
4. 교육강령집행시간에 교육, 학생을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는 행위

교육강령집행법 제43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책임있는 일군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교육강령에 반영된 형태별교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4.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조직하였을 경우
5. 그밖에 교육강령집행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교육강령집행법 제44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김정은 정권은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의 목표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로 새롭게 밝혔고, 교원법과 교육강령집행법 제정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규율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은 2012년 9월 ‘전반적 12년
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1년
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1년 의무교육기한을 늘리는 것은 큰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학제개편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1년 연한을
늘리고,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나눔으로써 보통교육
전반의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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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김정은 시대 북한 학제 변화
연령

학교교육체계

16
15

기술고급
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14
13

중학교 (6년)

12

초급중학교 (3년)

11

12년
의무
교육

11년
의무
교육

10
9
8
7

소학교 (5년)

소학교 (4년)

6
5

높은반

유치원

낮은반

낮은반

높은반

유치원
4
3

탁아소

탁아소

김정은은 2014년 9월 5일 담화문에서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
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육신문, 2014.09.11.), 학제 개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먼저 대부분의 선진국

은 초중등 교육에 12년의 기본 학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초
등교육은 일본, 중국, 한국은 6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도 5년
또는 6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소학교 학제 개편은 이러한 국제적인 초등
교육 연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4-6학제의 11년제 교육
제도에서 북한의 학생들은 6세에 초등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16세의 이른 나이에 사회진
출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를 1년 늘린 12년제 학제에서는 사회 진입이 17세
로 늘어난다. 많은 선진국에서 초중등교육을 12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국민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세계적 교육 동향에 발맞추기 위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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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 교육과정 개정은 2013년부터 진행되었는데, “세계적 추세에 맞게”교육과정을 개
정할 것을 이야기한 점이 이전의 교육과정 개정과 크게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다(교육
신문, 2014.09.11.).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북한교육의 이전 특성과는 달리 학생들
의 조별토론, 탐구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북한교육을 당장 전체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전의 북한교육과는 확연하게 다른 북한교육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촉진하는 여러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은 북한의 상황에서는 큰 변화인데, 이것은 북의 노동자들이 더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자신의 임금 향상을 추구할 수 있
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북한 교육 개혁의
방향은 북한 정권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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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시대 주요 교육 정책 동향

유치원 통합교육의 실시

본 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유치원 교육 정책의 변화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김정은 시대 이전의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육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김정은 시대
유치원 교육의 주요 정책인 통합교과의 실행에 따른 새로운 교육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리고 김정은 정권 시기에 유치원 교양원4)으로 근무했던 3인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 현
장 상황과 구체적인 교육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문헌상에 나타난 유치원
교육의 변화 내용을 확인 및 평가하였다.

가. 김정은 시대 유치원 교육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북한은 지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강조하며
중시해 왔다. 북한은 1975년부터 유치원 높은반 1년을 의무교육 기간에 포함시켰으며,
1976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여 유치원 교육이 국가적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였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후 학제 개편과 함께
12년제 의무교육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유치원 높은반 1년의 의무교육은 유

지되었다. 북한 교육을 진단하고 그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출발선인 유치원
교육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은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화의 조건을 교
육과정 속에 투영하여 왔다. 유아기는 인간의 발달에서 민감기이며 이 때 제공되는 교육
경험이 이후 생애기간 동안의 가치관 형성과 인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는 정치사회화가 일찍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정치사상교양
은 북한 사회와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 교육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전반에서 강조되었다.
4) 북한에서는 유치원 교사를 교양원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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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의 유치원 교육에서도 여러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세계화,
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학생의 자율성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교수방법 개발 등에서도 새로
운 시도가 보고된다(김정원 외, 2015a; 조정아 외, 2015). 그러나 이러한 변화 기조 속에
서 유치원 교육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는 타 학교급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며 또한
학교 급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 유아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남북 유아교육통합 방안, 북한의 유
아교육 정책과 실태, 북한 유아교육과정, 남북한 유치원 교원양성 제도 연구 등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장원주·이화도, 2018). 기존의 연구와 달리 현 시점
에서 북한 유치원에 대한 연구가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전체 학제와의 연계 속에
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북한의 유치원 교육에서 시대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이전의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징과 김
정은 시대 이후 교육과정 개편 및 변화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북한 유치원의 고유한 교육적 특징과 더불어 유치원 교육이 나선형 교육과정
속에서 다른 학교 급 교육과 어떠한 계열성을 확보하며, 혹은 구분되어 변화되었는지 살
펴보고자 하였다.

나.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징
북한 유치원 교육은 특징은 이야기 방식의 감정교육 강조, 표상 강조, 대상에 대한 모
호성과 이분법 구도, 직관교육 실물교육 강조 등으로 이러한 특징은 김정은 시대 이전부
터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 이야기 방식의 감정교육 강조

북한 유치원 교육은 무용, 음악 등 모든 교육영역에서 유아에게 감정과 정서적 내용을
생동적으로 표현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리명순, 교양원 2018-1:
59). 이는 심리학적으로 강한 정서적 감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교육할 때 ‘기억’을 형성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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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생활과정에는 적지 않은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새겨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람들에게 강
한 정서적 흥분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들은 머릿속에 저절로 뚜렷이 새겨진다. 례를 들면, 주위에서
벌어지는 희귀한 사건들, 흥미 있는 이야기내용이 아무런 목적없이 새겨 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비의
도적새김은 선택적 성격을 띠며 주위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많이 관계된다(사회주의 아동심리
학, 2003: 51).

북한 유치원 교육에서는 강한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감정교육을 효과적으로 진
행하기 위해 유치원의 모든 교과내용을 형상적인 이야기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야기를
형상적으로 생동감 있게 전개하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 내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
르게 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돋우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즉 어린 시기에 사상
감정을 강하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사상교양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치원어린이들의 표상형성이 강한 흥분성과 정서성을 띠고 있으며 언어론리적인 인식보다 형상적
인 인식이 우세하고 기억과정에서 언어가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준다(신창호, 1992:
25).

또한 어린이들은 교양원의 형상적인 이야기에서 강한 인상을 받는다. 그들은 교양원의 형상적인 말
과 표현, 재미있고 률동적인 표정과 동작들에 크게 감동되어 거기에서 강한 인상을 받는다. 어린이들
은 꼭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해줄 것을 바라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한 정서적
감흥을 나타낸다(신창호, 1992: 24).

감정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양원의 생동적인 설명과 본보기 노래를 강조
한다. 교양원은‘주체적 발성법’대로 발성 연습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어린이를
노래의 사상 감정에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교양원이 이야기를 할
때 어린이의 정서에 맞는 특이한 말투를 하거나 신체활동, 표정을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모방은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특별히 강하게 나타나는
데, 행동에서 율동적인 것, 말에서 억양이 특이한 것과 같이 어린이들에게 재미나게 여겨
지는 것은 그대로 흉내 내려고 하기(신창호, 1992) 때문이다.

2) 표상 강조

북한의 유치원 교육에서는 표상 형성을 강조해 왔다. 이는 유아기가“백지와 같이 깨끗

49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하고 순결한 시기”이자(신창호, 1992: 4) 학교 전 교육의 첫 공정으로서 표상을 형성하는
시기(김국화, 교양원 2018-2: 46)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북한 교육에서 표상은 “현재 감
각, 지각되지 않는 사물현상에 대한 형상(모습)”(사회주의 아동심리학, 2003: 15) 또는
“머리속에 떠오른 사물현상의 형상으로 감성적 인식단계에서 얻게 되는 하나의 지식”(교

양원, 2013-1: 45)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어린 시기부터 표상을 강조하는 것은 아래 인
용문에서와 같이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유치원시기에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생동한 표상은 감성적
이고 직관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어린이들의 생활과 시공간적으로 련결되어있다.
새 세대들에게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는 것은 계급교양의 중요한 요구이다.
표상은 현재 감각, 지각되지 않는 사물현상에 대한 형상(모습)이다(사회주의 아동심리학, 2003: 15).

북한 유치원에서 표상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인해 교양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한 자질
중 하나는 형상능력이다. 어린이의 심리에 맞게 동화를 흥미진진하게 들려 줄 수 있는
형상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양원의 언어적 형상이 등장인물의 자연적 속성이
나 사건의 정황과 인물들의 성격에 잘 어울려야 하며 이에 따라 말의 고조와 그 표현에서
뚜렷한 대조를 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인상에 남고 정확한 표상을 형성시키기 위해 이
야기의 형상적인 생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의 생동성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교양원의 언어활동(신창호, 1992: 26-27)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유치원 시기 어린이들은 사물의 모양보다도 색채에서 더 뚜렷한 인상을 받으며
말의 의미보다 표현성과 정서성에서 강한 충동을 받는다.
② 형상적인 표현들을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말한다. 예를 들어 《삐용삐용 병아리》,
《아롱다롱 무지개》와 같이 립체감이 나는 형상적인 표현들을 더 좋아하며 오래
기억한다.
③ 말소리의 억양을 잘 살려 말하는 것이다. 억양의 변화에 의하여 표현의 정서적
색깔을 더 진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쉽게 감동시킨다.
④ 표정과 몸짓 등 보조적인 표현수단들을 잘 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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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쉬운말로, 단순문으로 짤막하게 하며 통속적으로 한다.
⑥ 문화어의 어휘표현을 적극 살려쓰고 거친말투와 군더더기, 사투리를 없앤다.
⑦ 거듭 이야기 하는 방법을 널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밉고 미운 지주놈》, 《생각하
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보고 또 보았습니다》와 같이 필요한 단어들을 되풀이하
고 생동한 문장표현들을 반복하여 강조해 주어야 한다.
⑧ 이야기 과정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깨우쳐주는 수법을 적용한다.
김정은 시대 이전 북한 유치원 교육은 아동들의 자발적인 놀이를 통한 자율적인 학습
과정이라기 보다 교양원의 화술기량과 다양한 교수기법을 통해 아동들의 표상을 효과적
으로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의 형상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인다는 것은 교양원이 하는 말을 듣고서도 어린이들이 동화적이야기
를 실제이야기 그대로의 형상으로 방불히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동하고 인상깊게 들려준다는 것
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식물을 비롯한 사물현상의 생동한 표상을 형상적으로 잘 살려내는
것이다(박종섭, 교양원 2005-1: 55).

3) 타자 모호성과 이분법적 구도

북한 유치원 교육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타자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예
를 들면, 타집단 혹은 타인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등으로 표현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타자에 대한 모호하
게 처리하는 방식은 북한의 적대적 타자화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타집단 비방
시 타문화권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상대를 비방하거나 지적하는 부담
감을 줄이고 수령에 대해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어린시기부터 수령 vs. 적
군(미국놈, 왜놈)을 제외한 대상을 모호한 기타로 나눔으로써 수령과 적군에 대한 이분법
적인 구도를 형성하며 정치사상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한교육에서는 어린시기부터 유아들에게 타국 혹은 타국의 지도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은 사람이 못 살 제국주의 국가로
묘사되거나 그 외의 나라를 비방하거나 혹은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제
시됨으로써 북한의 수령중심의 유일사상을 강조하는 효과에 활용된다. 아래의 인용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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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이 다른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한하는 특징은 북한의
폐쇄화 정책의 일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우리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제도라는 것이다. (중략)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녀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것
이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그 원인의 하나가 엄청난 양육비부담
에 있다고 평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어린이 한명을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어른 한명의 월수입전
액을 바쳐야 한다고 한다. (조선의 오늘, 2019.09.06.)

4) 직관 및 실물교육 강조

북한 유치원교육은 유치원시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물매체를 이용한 교
육법을 강조해 왔다. ‘직관자료보이기’는 교양내용을 형상화한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줌
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구체적이며 생동적인 표상과 활동방식을 가르쳐주는 교양수법이다
(신창호, 1992: 32).
직관자료보이기수법적용에서 제기되는 교육학적요구는 무엇보다 먼저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동하며
행동방식이 뚜렷하게 반영된 직관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중략) 다음으로 직관자료보이기를 이야기
수법과 밀접히 결합하는 것이다. (중략) 다음으로 직관자료보이기를 교양원의 본보기동작과 결부하는
것이다(신창호, 1992: 33).

‘직관자료보이기’가 유치원교양의 기본수법으로 되는 것은 이 교양수법이 어린이들에

게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가르쳐주며, 유치원어린이들의 지각,
관찰활동의 자립성이 매우 부족하다(신창호, 1992: 33)는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직관자료보이기수법’은 직관자료를 준비하여 보여주면
서 이야기와 교양원의 본보기 동작이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
사물현상과 과학적원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은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직관실물에 의하여 상상의 시초로 되는 생동한 표상들을 축적해 나간다. 그러므로 교수에서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워 주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사회주의 아동심리학,
200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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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정은 시대 이전의 유치원 교육 과정 특징
김정은 시대 이전에도 북한교육에서는 유치원교육을 강조하여 왔는데, 김정은 시대 유
치원교육은 그 이전의 시기와 성격상의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김정은 시대 이전의 유치
원교육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교과교육 및 사상교양의 강조,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 강
조 등이 있다.

1) 교과중심 교육 및 사상교양 강조
2013년 교육과정 개정 이전의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은 9개의 교과로 이루어져 있었

다. 유치원 높은 반의 9개 교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우리말, 셈세기, 관찰, 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체육,
놀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김정은 시대 이전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유아기 시기부터
각 교과목에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학습 계획 및 진도 등을
중시하는 교과중심교육과정(subject-centered curriculum)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
다. 실례로 셈세기 교수안과 우리말 교수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각 교과목 내용이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각 교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Ⅲ-1> 2008 셈세기 교수안과 우리말 교수안 목차
셈세기교수안(2008) 목차

우리말 교수안(2008) 목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하기와 덜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복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 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우리말공부시간
글을 곱게 쓰자요
획쓰기
ㅏㅑ 줄
고기
누나
구두
다리
복습
도마도
바다
소나무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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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세기교수안(2008) 목차

우리말 교수안(2008) 목차
어머니
아버지
기차
복습
수박
조선
하늘
고슴도치
복습
집
옷
영웅
복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항인의 녀성영웅 김정일 어머님
복습
토끼
뜨락또르
이름자쓰기
우리 유치원
복습

김정은 시대 이전의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상교양 교과목
이 있었다는 것인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
일 선생님 어린 시절’은 유치원 높은반의 사상교양 교과목이다. 이 사상교양 교과에서는
김일성 일가의 ‘뛰어난 천품’을 학습하고 따라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1992년
북한의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2년간 총 1,2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최민수 1996;
한만길 1998: 121에서 재인용; 차종환·신법타·양학봉, 2009; 이윤진·서문희·김선화·박
영자, 2011: 110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정서교
육 영역으로 360시간(31%)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적교육 영역이 280시간(23%)
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놀이시간(240시간, 20%), 정치사상교양(160시간, 13%) 순이었
다. 정치사상교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 낮은 것이 확인되지만 정치사
상교양이 다른 영역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치사상교양의 비율이 상
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유치원 사상교양의 기본방법은 해설과 설복 그리고 긍정감화 교양방법이다. 북한
에서는 “사람들의 사상개조는 어디까지나 꾸준하고 참을성 있는 교양과 해설설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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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김일성 저작집, 20: 534)라고 밝히며 사상교양의
방법으로 해설과 설복을 강조한다. 해설과 설복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공산주의적 품성
의 형성과정이며, 특히 유치원어린이들에게도 반복적인 꾸준한 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긍정감화교양은 긍정적 모범사례를 통해 어린이들을 감화시키는 것으로서 북한
식의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 기본방법이다. 여기서 긍정감화의 주 내용은
“가장 위대하고 걸출한 인민의 수령과 그 후계자가 지닌 공산주의적 풍모”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최고풍모이며 전형”이므로 교양원은 수령을 따라 배우게 하
며 충실성의 산 모범으로 교양하여야 한다(신창호, 1992: 19)고 이야기 된다.
북한 유치원의 사상교양은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이외에도 유치원마다 별도로
꾸며진 ‘백두산 3대장군 어린 시절 교양실’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교양실에는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록판5), 사판6) 등의 직관자료들이 갖추어져 있다.

모든 유치원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는 방을 잘 꾸리고 어
렸을 때부터 동무들을 사랑하신 김일성 대원수님, 어렸을 때부터 원쑤놈들을 미워하신 김일성 대원수
님 등에 대한 자료집과 만경대 고향집, 군함바위, 낚시터, 학습터 등의 만경대의 모든 사적지들을 보여
주는 사판들을 갖추어 놓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생동하고 실감 있게 어버이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 그림책, 환등, 구
연, 영화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린
이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 그 은덕을 어려서부터 잘 알도록 교양하였다(리영환, 1993:
811).

사상교양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된다. 북한의 유치원교육
에 대한 정기간행물인 『교양원』을 살펴보면 ‘백두산3대장군 어린시절 이야기’ 과목 교수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양원은 어린이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게 감동적으로 교재내
용을 서술하거나 이야기의 체계성, 순차성, 논리성의 원칙을 지키며 형상성을 부여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교양원은 화술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며 얼굴 표정과 몸
짓, 손짓과 같은 표현수단을 잘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직관물 사용과 질문의 경우, 교

5) 도록판은 혁명력사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수록한 선전물 혹은 사진 등을 의미한다.
6) 사판은 만견대지형, 사적들의 위치와 모양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립체적직관물이다(신창호, 199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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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자료를 충분히 탐색하고 질문을 자유롭게 하기 보다는 사상 교양의 효과성을 높이도
록 “직관물과 실물보여주기나 문답수법을 철저히 ‘백두산 3대장군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복종시키도록” 시간과 방법을 제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직관물과 실물보여주기나 문답수법을 철저히 백두산 3대장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복종시키는 것이다. 직관물과 실물보여주기수법과 문답수법은 어린이들에
게 어떤 대상에 대한 표상을 형성시켜주거나 그것을 되살려줄 필요가 있을 때 간단히 적용하여야 한
다. 직관물과 실물을 지나치게 오래 보여주거나 물음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 백두산 3대장군 어린
시절 과목교수의 밀도를 보장할 수 없을뿐아니라 어린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리영해, 교양원
2005-1: 17).

2)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 강조

북한은 정권초기부터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모토로 어린 유아를 국가가 제공하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양육 및 교육할 것을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유아를 장시간 보육,
교육하는 주, 월 탁아소와 유치원도 운영하였다. 유아를 영아기부터 가정에서 키우기보
다 기관에서 오랜 시간 맡아 보육, 교육함으로써 개별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유아를 사회주의 체제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는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며, 여성의
노동력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왔다.

가장 높은 형태의 보육교양기관인 주, 월, 탁아소,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맡기는 기간을 주 또는 월
로 정함으로써 녀성들이 어린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제약성을 극복하고 남자와 같이 임의
의 직업과 직종, 직무에서 맡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장기적으로 맡기게 됨으로써 보육원, 교양원들이 그들의 개성적특성까지 잘 알고
보육교양함으로써 어린이들을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혁명적으로 보육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김재한, 1986: 24).
평양을 비롯하여 중요 도시들과 산업지구들에 주, 월 탁아소, 유치원들이 수많이 조직됨으로써 어린
이 보육교양에서 공산주의적 시책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주탁아소와 월탁아소가 널리 조직운영됨으로써 사회정치활동에서 녀성들의 역
할이 매우 높아졌으며 많은 녀성들이 당, 국가, 경제 및 문화 기관들에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김재한, 198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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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교양원의 자질과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로 여겨왔다. 교양원의 자질을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의 우월
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하여 왔다. 북한은 과거의 잘못된 인식,
즉 보육원 및 교양원을 “남의 집 《아이보개》로, 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여겨 나이가
많거나 허약한 사람들을 배치하려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이러한 “그
릇된 사상관점”을 없애는 교양원 인식개선 사업을 하였다(김재한, 1986: 28).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우수한 보육원, 교양원에게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명예칭호를 수여하였
고, 전문양성 교육기관을 설치해 가장 우수한 여성들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국가
중심의 유치원 교육을 강조하던 북한이 최근에는 국가의 역할 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강조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 김정은 시대 유치원 교육정책의 변화
1) 유치원 통합교육실시와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

북한은 2013년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유치원 통합교과 실행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유치원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교과목 중심의 교과서
를 5권의 통합교과로 개편함에 따라 ‘유치원종합교육’을 전면화한 것이다. 북한은 1992
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유지되었던 유치원 9개 교과목을 2013년 개정시 1개 교과목으
로 통합하고 처음으로 1교과 통합교과서를 채택하였다. 통합된 교과는 1년 과정으로
“우리 유치원”, “무지개 동산”, “참말 좋은 우리나라”, “흰눈이 내려요”, “소학생이 된대

요”의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교과서의 내용은 혁명사상 및 도덕교양, 우리말 교
육, 지능교육, 정서교양, 건강 및 몸 단련의 5개 세부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교육신
문, 2014.05.08.).
유치원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유치원 교육은 소학교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개편 전 유치원 교육과정은 소학교 과정과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 측면에서 유사성을 띄었으나 개정 이후 유치원 교육은 통합교과 설정과 더불어 놀
이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이 이러한 차별성을 갖게 된
것은 2012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으로 개편에 따라 소학교 과정이 기존 4년에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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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장된 것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유치원 높은반 1년간의 학습 과정
을 소학교 과정에 연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교과목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으나, 소학교 과
정이 5년으로 연장되면서 학령전 교육으로서 유치원 교육의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시도
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 2013 유치원 교육과정 변화
영역구분
정치사상
교육

김정은 시대 이전 유치원 교과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우리말

지적 교육

2013 개정 유치원 교과목(통합)

셈세기
관찰
노래와 춤

정서 교육

➡

1.
2.
3.
4.
5.

우리 유치원
무지개 동산
참말 좋은 우리나라
흰눈이 내려요
소학생이 된대요

그리기와 만들기
체육 교육

체육

기타

놀이

*출처: 최민수, 1996; 한만길 외, 1998: 121에서 재인용; 차종환·신법타·양학봉, 2009; 이윤진·서문희·김선화·
박영자, 2011: 110에서 재인용.

한편 2013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은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유치원 누리과정과
각각 유사성을 갖는다.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수
학, 수학익힘, 국어, 국어활동 등으로, 한국 유치원의 경우 2013년부터 3-5세에 도입된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정된 북한 유치원 교과가 계절에 따른 시기별 교과서로 구성
한 점은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와, 교육영역을 5개 영역으로 구성한 점은 한국 유치원의
누리과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은 추후 남북 유치원 교육 교류와 통일 준비 시에 접촉점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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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개정 유치원 교과서의 변화

가) 통합교과 도입과 정치사상교과의 폐지
2013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에서 그동안 9개의 교과로 나뉘어져 있던 교과목을 하

나의 교과로 통합한 점은 유치원 교육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와 함께 정치사
상교과가 없어진 것은 북한 유치원의 정치사상교양의 측면에서도 큰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북한 유치원 교육에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왔
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의
두 정치사상교과목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학교 이후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
가 편성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시절’ 교과목 역시 개편된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사상교양 교과목을 표면적으로 폐지한 것은 북한
교육에서 강조해온 사상교양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북한 유치원 교육의 전면적인 사상교양의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
는다. 유치원 통합교육과정에서 사상교양은 혁명사상교양/도덕교양영역에 포함되었다.
모든 소주제에 대해 혁명사상교양/도덕교양을 포함한 5영역 활동이 구성되었다는 점에
서 개정된 교과에서 사상교육이 꼭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 교양원 면담
과정에서도 김정은 정권 이후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김정은 우상화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 유치원 통합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5개 교과서로 이루
어져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 높은반을 위한 1년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유치원어린이용교과서는 《우리 유치원》(4~5월), 《무지개동산》(6~8월), 《참말 좋은 우리 나
라》(9~10월), 《흰눈이 내려요》(11~12월), 《소학생이 된대요》(2~3월)라는 표제를 달고 전 5권으로 구
성하였다(교육과학원 학전연구실, 교양원 2014-3: 50)

그러나 교양원 면담에서는 실제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낮은반에서부터 새로운 교과서
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교과서 1권 우리유치원의 첫 소주제인
‘유치원은 좋아요’는 유치원 낮은반에서 학기 초에 유치원 적응을 위해 사용되거나, 교과

서 1, 2권이 그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교과서를 낮은 반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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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보고되었다. 교양실 수업도 유치원마다 차이가 있었다. 매일 참여한다는 교양원
도 있었으나 교양원 A2의 유치원에서는 2주에 1회씩 원장이 늘 직접 진행하였고 참가자
명단도 상부에 보고하였다.

나) 일상생활중심 주제
북한의 2013 개정 유치원 교과서는 유아에게 친밀한 일상생활중심의 주제로 새롭게
구성됨으로써 지금까지 다소 노골적으로 실시되었던 기존 정치사상교육이 생활주제로
흡수되었다. 각 교과의 소제목들은 대부분 계절, 유치원 생활, 기념일 혹은 명절, 동화
제목, 안전과 위생 등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여전히 “출
전북을 울려라”, “인민군대 될래요”, “밉고미운 미국놈”, “전쟁로병할아버지”등 일부 정치
사상교양을 위주로 선정된 소제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는 각 권별 소주제 총
39개(5권은 22개) 중 1-2개에 불과하다. 해당 제목에 따라 활동은 주주제와 부주제로 나

뉘어 해당 주제에 따라 다섯 가지 영역의 활동이 구성하여 생활주제중심의 생활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 만든 유치원어린이용교과서는 우리 어린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사고활
동을 적극 추동하며 생활체험 속에서 배운 지식을 잘 다녀주게 함으로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학교전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교육과학원 학전연
구실, 교양원 2014-3: 50)

위의 인용문에 나오듯이 어린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중시하고 그들의 사고활동을 강
조하는 것은 이전의 북한 유치원 교육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교수자인
교양원의 중심으로 유치원 교육 활동이 실시되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
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수준별 구성
2013 개정 유치원 교과서는 1권에서 5권을 유아의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정된 교과서 1권 ‘우리유치원’과 2권 ‘무지개 동산’은 유치원 적응과
일상생활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목을 제외하고는 그림으로만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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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3권 ‘참말좋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교육과 셈세기 교육의 기초적인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4권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글자교육과 셈세기 교육으로 구성되며
학습용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5권은 소학교 준비과정과 더불어 셈세기와 글자교육
이 더 높은 수준에서 제시되며 놀이 등을 통한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서
그림 옆에 한글이름 상자를 병기하여 소학교 진학 대비 한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교과서 하단 영역에 덧셈, 뺄셈 등의 연산 문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어 유치
원 교과서가 익힘책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치원 교과서에 그림을
강조하는 점과 교과서를 1권에서 5권까지 순차적으로 구성한 점은 개정 유치원 교과서
가 수준별로 구성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4권, 5권에 가서는 소학교 연계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과서별 수준 구성이 한국의 누리과정에서 해당 주제에 따른
연령별 세부 수준을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표 Ⅲ-3> 2013 유치원 교과서별 내용(교육과학원 학전연구실, 교양원 2014-3: 50)
교과서

교과서 내용

《우리 유치원》

“《우리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자기와 주위의 자연현상들에 호기심을 가지게 하여 그들
을 유치원생활에 익숙시키고 초보적인 생활관습을 키워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교양하게
하였다.”

《무지개동산》

“《무지개동산》에서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생활을 재미있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규범을 배
우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수하고 표현할줄 알도록 하는 교양을 기본으로 하였다.”

《참말 좋은 우리
나라》

“《참말 좋은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생활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
하는 모습도 보고 또 우리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며 어려서부터 훌륭한 사람이 될 마
음을 간직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우리 말 교육과 셈세기 교육의 기초를 닦아주게
하였다.”

《흰 눈이 내려요》

“《흰 눈이 내려요》는 어린이들에게 학교교육의 기초를 집중적으로 닦아주기 위한 단계에
있는 교재로서 우리 말에서 글자읽고 쓰기와 셈세기에서 더하기, 덜기계산을 할줄 알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기본으로 취급하게 하였다.”

《소학생이 된대요》

“《소학생이 된대요》는 유치원 마지막 단계의 교재로서 어린이들에게 배운 내용을 재미나는
놀이속에 다시한번 다져주며 소학생이 되어 공부를 잘하려는 마음을 키워주는 교양과정으
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개정 유치원 교과서에서 그림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소학교 교과
서의 변화양상과 유사하다. 그림의 강조는 유아의 전인 발달을 지원하는 학교전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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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유치원 교육과정에 더욱 적절한 방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만 된 과학책보다는 이야기거리와 그림이 적당히 조화를 이룬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이때도
수학책과 마찬가지로 이야기형식의 과학책이 효과적이다. 이야기의 배경이나 주인공 등을 통해 자연스
럽게 과학지식을 습득하고 책과 과학에 대한 호감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리기철, 교양원
2018-3: 62).

라) 통일교육 등장
교과서 4권 《흰눈이 내려요》에 “우리는 하나래요”라는 소주제로 통일교육을 의미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교과서에서는 한반도 지도를 초록색으로 단일화하여 표시하고 평양이
위치한 지점에 빨간색으로 수도를 표시한 그림으로 통일된 한국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
안 북한 유치원 교육에서 통일교육을 교육과정에서 개별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개정 교과서에 “우리는 하나래요” 라는 주제로 통일교육 내용이 등장한 것은 새로
운 변화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지도용 참고서 등을 확보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Ⅲ-1] 우리는 하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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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2013년 개정 유치원 교과서(높은반) 소주제
교과서

소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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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좋아요
-우리 반 동무들
-나의 몸
-우리들의 하루
-도레미형제들
-태양절
-꽃씨를 심어요
-즐거운 들놀이
-곱게 추어요
-봄이 왔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을가
-물에 뜨는 것은 무엇일가요
-출전북을 울려라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
-꼭 지키자요
-나는 어디에 있을가요
-물에 풀려요
-집일을 도와요
-인민군대될래요
-다람이와 고슴도치

-인사를 잘하자요
-선을 찾아 그어보자요
-줄을 서자요
-주의하자요
-혼자서 할수 있어요
-무슨 표식일가요
-어디에 놓을가요
-놀고먹던 꿀꿀이
-다음번 《광명성》 호는 내가
-도와주자요

-내가 만든 비행기
-신이 나지요
-금도끼와 쇠도끼
-어느 짐승의 발자국일가요
-꼬마곰은 무엇을 몰랐나
-말을 곱게 해요
-곰동산과 토끼동산
-함께 놀아요
-우리가 왕이래요(총 39개)

-즐거운 6.1절
-풍선을 날려요
-어느 길로 가야 할가요
-어느것이 길가요
-누가 높은 곳에 있나
-빨간별 다섯
-제일 고와하셔요
-세여보고 말해보세요
-욕심많은 까마귀
-여섯을 알아요

-거울속에 내가 있어요
-깨끗이 씻자요
-아껴쓰자요
-알아냈어요
-우리가 사는 거리와 마을
-세기놀이 재미나요
-맛이 서로 달라요
-밉고미운 미국놈
-동물원구경
-무더운 여름

-토끼와 거부기
-보고싶은 대원수님
-전쟁로병할아버지
-강과 바다
-병원 놀이
-아롱다롱 무지개
-거북선
-지주, 자본가는 나쁜 놈
-혼자 만들었어요
-무슨 모양일가요

-맛있는 과일들
-진흙빚기놀이
-봉선화
-나비와 수탉
-나무를 사랑해요
-집짓기놀이
-우쭐대던 장미꽃
-숨박곡질
-남새풍년(총 39개)

-힘을 합쳐 일해요
-남이는 무엇을 몰랐을가요
-비교해보자요
-우리 나라 생일날
-우리나라 제일이야
-우리 동산 꾸려요
-들놀이
-쏠쏠이와 지지배배
-좋은 일을 해요
-소리만 같애요

-신기해요
-재여보자요
-느렁뱅이 너구리
-어떻게 잴가요
-풍년이 왔어요
-재미나게 말할수 있어요
-지켜가자요
-을밀대이야기
-하늘
-세여보자요

-민속명절
-친한 동무
-염소네 형제
-누가 옳을가요
-서늘한 가을날
-더하기도 해요
-농작물
-말꼬리잇기
-참 멋있어요
-약속
-호수가의 동무들

-어떻게 만들가요
-함께 만들어보자요
-담아보자요
-나는 크면 무엇이 될가
-재미있어요
-몇이 될가요
-가면놀이 재미나요
-내가 만든 사과나무
-덜어보자요(총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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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재간둥이 곱등어
-사랑의 온실
-꼬마곰의 려행
-깨끗이 거두자요
-손꼬방 기다리지요
-도적을 쳐부신 소년
-김치하는 날
-보물산
-혼쌀난 야웅이

-작은 산삼과 큰 산삼
-눈이 왔어요
-수박따기
-우리 어머니
-누가 이길가요
-위험해요
-바로앉아 쓰자요
-철이의 일요일
-무엇이 있어야 할가요
-생일을 축하해요

-재미나는 몸단련시간
-제힘으로 꾸려요
-영웅아저씨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꽃줄놀이
-얼음으로 만들었어요
-함께 놀자요
-활쏘기 놀이
-우리는 하나래요
-원숭이 형제

-광명성절
-수자를 써보자요
-우리 선생님
-무슨 글자를 써야 할가요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어떻게 말할가요

-호박풍년
-함께 모여 노래가 되었어요
-내 이름도 써요
-쉰까지도 셀수 있어요
-봄나들이
-셀수 있어요

-또박또박 쓰자요
-축하하자요
-훌륭한 어머니들
-수자를 찾자요
-고기잡이
-소꿉놀이

-고마운 사람들
-연아연아 올라라
-새 집에 왔어요
-썰매놀이 신나요
-스물도 서른도 알아요
-맞추어보세요
-나를 찾아보세요
-재미나는 글자놀이
-설날(총 39개)
-소학생이 된대요
-우리 나라 사계절
-우리 집 자랑
-졸업을 축하해요(총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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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통합교육과 변화

가) ‘유치원종합교육’ 실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따라 북한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순차
적으로 새 교과서를 배포하여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유치원은 2014년 1단계로 높은반에
서 학생들이 새 교과서로 수업을 일제히 시작하였다.
“유치원에서의 통합교육은 설정된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종합적으로 가

르치는 교육이다. 다시 말하여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생활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 우리 말 교육과 지능교육, 정서교양과 몸단련교양내
용을 종합하되 놀이를 기본형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최철성, 교양원 2014-4: 47)라
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유치원종합교육’으로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맛이 서로
달라요》, 《지주, 자본가는 나쁜 놈》에 대한 활동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진행된다. 유치원종합교육 활동은 주제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영역을 통합 활동으로 구
성하여 진행된다.
유치원종합교육이 과목교육과 다른 특성은 5가지 주제의 교육교양적과업들이 서로 얽혀돌아가면서
유기적으로 련관되어 교육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혁명사상과 도덕교양이 주주제라고 하여 혁명
사상과 도덕교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도덕교양을 하면서 우리 말 교육도 하고 지능교육도 하며
정서교양과 몸단련교양도 배합하여 진행하는 것이다(리정순, 교양원 2019-1: 44-45).
즉 혁명사상과 도덕교양이 주주제라고 하여 혁명사상과 도덕교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도덕교양
을 하면서 우리 말 교육도 하고 지능교육도 하며 정서교양과 몸단련교양도 배합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리정순, 교양원 2019-1: 44-45).

종합교육으로서의 특성을 원만히 살리자면 이 5가지 주제들이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련
관된 하나의 덩어리로 어린이들에게 인식되여야 한다. 즉 셈세기 교육을 하면서 도덕교양이 진행되고
도덕교양을 하다가 우리말 교육으로 넘어가며 우리 말 교육을 하면서 앞에서 진행한 셈세기 교육내용
이 다시 강조되고 련이어 정서교양이 진행되고 다시 도덕교양을 하면서 몸단련교양이 진행되는 식으로
5가지 주제들이 서로 얽혀돌아가면서 교양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주제들의 유기
적 련합을 실현해 주는 것은 바로 이야기수법이다(리정순, 교양원 2019-1: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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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13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남한 유치원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주로 진행되
는 프로젝트접근법, 주제중심프로그램, 활동중심프로그램 등과 유사점을 갖는다.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은 아동이 분절된 지식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
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남한의 통합 프로그램은 주제를 중심으로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소주제를 유아가 탐색해 보고 자유롭게 확장해 나가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에 비해 북한의 통합 프로그램은 주제별로 다섯 개의 영역별 활동이 확정된 내용에 따라
교사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편 통합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종합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 서툴고 미흡한 점들이 보고된다. “교양원이 자기 몸이 편한대로 그냥”진행하기도
하고(교양원 A1 면담), 교양원 A2와 교양원 A3의 경우 통합교육이 무엇인지 들어보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치원종합교육을 실시한지 5년차에 있음에도 일부 유
치원 교육현장에서는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좌담회를 열거나 본보기교양안을 작성하여 전국적인 본보기 수업이 실
시되기도 한다. “통합교육의 명수로 알려진 교양원”이란 기사에서 교양원은 “통합교육과
관련한 착상이 떠오르면 밤이 지새는지도 모르고 교편물을 만들고 보여주기수업을 해보
며”(방성학, 교양원 2014-3: 36) 유치원 종합교육이 현장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처음 모든 교양원들이 새로운 교수요강에 준하여 주제별로 본보기교양안을 작성해보
도록 하였으며 원적인 합평을 거쳐 그것을 다듬고 세련시켜 보여주기교양에 출연시키였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크게 일었습니다. 비록 처음 적용해보는 교육교양방법인지라 서틀고 미흡한 점들이 적지 않았
지만 전혀 새로운 양상의 새로운 교육교양기법들의 도입과 활용은 모두가 신심과 창조적열정으로 가슴
을 끓이게 하였습니다(교양원, 2014-3: 41-44).
“교육하는 게 옛날에는 글로 하나하나 써야 되잖아요. 과목별로. 근데 통합교육은 쭉 연달아 연결해
서 간단하게 그냥 문건 상 보존하는 거니까. 다른 건 다 비슷하게. 다르게 주제를 바꾸지 않아도 하다
가 교양원이 자기 몸이 편한대로 그냥..”

(교양원 A1 면담)

한편 유치원종합교육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
조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종합교육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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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고, 기존의 “무작정 우리 글을 쓰게 하고 셈세기를 하도록 하던 지난 시기의
낡은 방법에서 자모들이 벗어나게 해야 하며”, 학습위주의 “낡은 방법을 버리고” 새롭게
실시된 종합교육의 우월성에 대해 “자모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적지 않은 자모들이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종합교육에 대해 리해를 바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
로 교양원들은 자모총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서 새롭게 실시된 종합교육의 특성과 그 우월성에 대
해서 잘 알게 하여야 한다. 즉 어린이들이 사물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데로부터 지난 시기에는 교양원이 주요배역이 되어 지식전수의 방법으로 교육교양을 하였다면
새롭게 실시된 종합교육에서는 재미나는 놀이속에서 어린이들이 주요배역이 되어 지식을 습득할뿐아
니라 정서도 키우고 체력단련도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좋은 교육교양방법이라는 것을 자모들이 잘 알
게 해야 하는 것이다(최금, 교양원 2019-1: 50).

위의 인용문에 나오듯이 유치원종합교육은 다른 식의 교육을 받았던 북한의 학부모들
에게 낯선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전의 교육방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통합교육과정에 기초한 유치원 종합교육이 어떤 교육적 의
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학부모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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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맛이 서로 달라요》활동 내용(리성옥, 교양원 2019-1: 22; 유치원편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주제

영역

1

“맛이 서로 달라요”

혁명사상교
양과
도덕교양

주제내용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교양

형식과
방법

이야기

2

3

4

지능교육

정서교양

걸그림

소요
시간

건강 및
몸 단련

활동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새참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10

짠맛, 매운맛,
말하기
쓴맛을 나타내는
말하기

식초, 고추, 사탕 해보기

맛에 대한
노래에 맞추어

률동

사탕, 사과,
소금, 고추,

김정은 동지의 사랑을 잘 알도록

음식물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기

교양

• 빵, 사탕,

사탕, 사과,
소금, 고추,
약 실물

30

풍금

30

걸그림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 맛을
알고 표현할줄 알게 하는

50

약 실물

사과, 김치,
얼음보숭이
통닭고기,
닭알, 물고기,
고추, 식초,
사탕, 소금,

률동

5

그림

위대성교양을 실시함
단맛, 신맛,

우리말
교육

직관수단

10

약

말하기주주제로 실시함

식초, 고추, 사탕, 소금, 약의
이름과 표상을 주는 지능주제

맛에 대한 노래에 맞추어 률동도
펼쳐보이는 정서주제

교양원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문답을 해가며
키도 크고 몸도 튼튼히 하자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하며 그래야 힘이 솟구쳐
몸단련도 잘할 수 있다고 교양함

<표 Ⅲ-6> 《지주, 자본가는 나쁜 놈》 활동 내용(리성옥, 교양원 2019-1: 22; 유치원편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주제

영역

1

“지주, 자본가는 나쁜 놈”

혁명사상교
양과
도덕교양

2

우리말
교육

3

지능교육

주제내용

지주놈들의
착취적본성을
알도록 교양

형식과
방법

교양

남들을 배불리는
지주놈에 대한 말하기
이야기 말하기

농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기

4

정서교양

《지주놈은
나쁜놈》노래에
맞추어 률동

5

건강 및
몸단련

-

직관수단

이야기

률동

소요
시간

그림

《욕심쟁이 지주놈》에 대한
생동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상도덕교양과업을
기본적으로 해결함

30

모조품(낫,
호미,
달구지)

20

20

30

활동

• 넓은 벌판에서
농민들은
호미질하고
지주놈은
나무그늘에 앉아
비단옷을 입고
부채질하는 그림
• 가을에 지팽이를
쥐고 달구지를
몰고와서
농사지은 낟알을
빼앗아가는 그림
• 낟알을 주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농민

자연스럽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지주놈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말해보도록 하면서
우리 말 교육의 과업을
해결함
농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기

《밉고 미운 지주놈》에 대한
노래듣기와 노래에 맞추어
률동하기를 하면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주기 위한 이야기와
배합하여 정서교양과
사상도덕교양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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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놀이교육의 강조
2013 유치원 교육개정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종합놀이교육’의 등장이다. ‘종합놀

이교육’은 여러 주제의 종합으로 이루어진 놀이방식의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부터
기존의 수업이 암기 및 문자위주로 실시되던 북한 유치원교육에서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
다. 김정은 시대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탐구활동 강조와 더불어 통합교육과 놀이중심
의 세계적 추세를 유치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치원 교육에
서 “새롭게 실시된 유치원교육강령을 집행하자면 재미나는 놀이 속에서 할 수 있는 종합
놀이실이 있어야 했다.”고 하며 유치원 마다 종합놀이실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에서 다양한 운동놀이와 자연현상 알아보기와 같은 지능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이장 및 기자재들을 갖추어놓고 어린이교육교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놀이실을 꾸릴 때였다. 그 때 인복동무는 매 교재에 따르는 종합놀이를 하자면 어떤 놀이감들이
있어야 하는가, 놀이를 어떤 형식으로 조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제시하여 모든 교양원들이 사색
과 탐구를 하게 하였다. (중략) 두해전 학교전교육부문에서는 새롭게 실시된 종합교육을 더 잘하기 위
한 전국적인 보여주기를 평양시의 어느 한 유치원에서 진행하였다(교양원, 2018-1: 46-47).

북한 유치원 교육에서 놀이는 김정은 시대 이전 ‘놀이’ 교과목을 따로 편성하여 진행한
바와 같이 과거부터 중요시되어 왔으나 방법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부놀이’의 형식을
띄었다. 놀이는 주로 교사의 발문이 제시되고 유아들이 응답하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
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놀이과정에 어린이들의 창조적 사고력을 틔워주자면 공부놀이(놀이방법을 알려주고 놀게 하는 놀
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중략) 이를 위해서는 놀이방법을 설명해 주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가요?》, 《〇〇어린이는 어떻게 하겠어요?》와 같은 형식의 물음을 제기하며 그들에게 사고의 실마리
를 던져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교양원, 2005-2: 19).

2013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종합놀이방식을 취하고 있다. 종

합놀이방식은 교과서 1~5권에 구성된 주제에 맞게 혁명사상과 도덕교양, 우리 말 교육,
지능교육과 정서교양, 몸단련교양 등을 다섯 가지 영역의 놀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주제의 종합으로 이루어진 교양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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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이므로 100분간 교육교양하면서도 주주제를 뚜렷이 살려 해당 교양의 목적을 달
성하려면 보다 인식 교양적 가치가 있고 어린이들의 창조성을 적극 계발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놀이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박남수, 교양원 2018-1: 57-58) 고 하여 놀이의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놀이교육을 통한 놀이 강조는 교양원 중심의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
습자인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북한 유치원 교육이 교육과정 스
펙트럼 상에서는 구조화된 교육과정에서 좀 더 아동중심적인 교육으로, 그리고 놀이중심
적인 교육으로 그 방향을 바꿈으로써 진일보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아동중심적 교육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아동이 스스로 배우기를 원할 때 가장 잘 학습하며,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
기를 원한다면 아동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종합놀이교육이 여전히 유아의 자발적 참여나 능동적 학습자의 놀이
로서 의미를 갖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놀이를 여전히 사상감
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어린이들의 교양적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교양형식의 일
환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5개 영역으로 내용을 구조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아래 자료에서 드러나는 종합놀이교육의 시범교수안을 살펴보면, 이전의
교수자 중심의 관성이 남아 있음이 드러난다. “그럼 재미나는 놀이란 무슨 놀이일가요?
교양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기잡이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원을
짓게 하였다”고 하여 놀이는 여전히 교양원이 주도하고 교양원이 제시한 방법에 의존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놀이교육 등 교육과정상의 변화
는 이루어졌지만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혁명사상과 공산주의도덕으로 무장시킨다는 교육목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으로 이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서로 상충하는 지점이 발생한다.
《그럼 재미나는 놀이란 무슨 놀이일가요?》호기심이 동한 어린이들의 눈길이 일시에 교양원에게 집
중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기잡이놀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원을 짓게 하였
다. 이어 그는 고기를 잡으려면 무엇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제기로 그물, 낚시, 반두 등의
대답이 나오게 한 다음 오늘 고기잡이는 그물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였다.《그럼 그물은 어데 있을가
요?》라는 물음으로 어린이들의 의문을 불러일으킨 교양원은 손을 맞잡고 원을 지은 동무들이 바로 《그
물》이라고 튕겨주었다. 이어 《고기》들을 선발한 다음 고기잡이놀이가 시작되였는데 어린이들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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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와와 하며 기세를 울리였다. 이 때 교양원은 《재빨리》, 《용감하게》하고 하면서 《고기》역을 맡은
어린이들을 부추겼고 《한마리도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물》역을 하는 어린이들의 시가를 북돋
아주었다. 교양원은 놀이의 도간도간에 《재빨리》, 《용감하게》등의 말뜻을 풀이해주면서 어린이들의 어
휘를 확대시켰고 안과 밖, 앞과 뒤, 옆 등의 공간표상을 새겨주면서 그들이 자기 반 동무들을 더 잘
알게 하였다(교양원, 2014-4: 17).

그 이외에도 북한의 종합놀이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유아들은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기보다 생각을 해야하는 인지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
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발문형태가 획일화되어 있으며 인지중심으로 흘러가도록 하여 아
동들이 아직 놀이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유치
원 교육과정은 여전히 획일화 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유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놀이에 몰입하여 즐거움을 이끌어내고 놀이정신을 구현하기보다 교사가 제안하
는 지식을 습득하고 세부내용을 목표로 성취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역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 유치원 환경 개선 사업
북한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의 교실을 증축하거나 낡은 지붕을 들어내고 색철판을
씌우거나 벽체를 보수하여 창문을 다는 등(로동신문, 2014.09.26.) 개별 교육 현장에서
자력자강을 강조하며 시설물 개보수와 교편물 제작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 환경 개선 강조에 따라 종합놀이실, 교통안전교양마당, 계급교양실, 빨간별자
랑무대, 자연관찰실 등을 꾸미거나(박성현, 교양원 2018-1: 35) 식사실과 취사장, 교통안
전교양실, 교양실, 유치원 뒤마당 울타리, 야외위생실, 도랑공사, 실내체육유희실, 실내물
놀이장 등의 공사를 교양원이 직접 하였다는(교양원, 2017-4: 30-31) 기사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교양원들과 학부모(자모)들이 유치원 건물을 개보수하는 현실이며 그러한 공
적을 높이 치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주의교육테제발표 40돌을 맞아 유치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진
행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편물제작사업에 대한 기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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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
다. 모든 교양실들에는 하나와 같이 액정텔레비죤과 송상카메라, 실물투시기를 비롯한 교육의 현대화
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유치원에서는 교육의 현대화에 필요한 것을 갖추어 놓는
데 만족하지 않고 실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서 은이 나타나게 박차를 가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그 실례가 모든 교양원들이 다매체편집물을 만드는 일에 뛰여들도록 한 것이다(교양원,
2018-1: 37).

교양원 A3: 종합 놀이실은...놀이감들이 진짜 많아요...기본 뭐. 비행기나..차..자동차...
연구자: 어떤게 있을까요?
교양원 A3: 갖고 노는게 기본 많죠..그 다음에 탈 수 있는 거 이렇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도.
사실은 유치원에서 돈을 들여서. 사야 하는 거니까. 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유치원에
서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자기 자식들이. 그걸. 노는. 놀이기구인데도. 부모님들은. 사
실은 좀. 돈 내는 게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하니까. 딱 한 개만 있어요.
(교양원 A3 면담)

한편 유치원 환경 개선에도 여전히 외곽에 있는 유치원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과 원장은 대부분 아이들이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는 것으로 보고되며, 유치원에
서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식당에서 끓인 국과 콩우유 정도다. 또한 유치원의 교실
을 꾸미는 것은 대부분 교양원의 부담이다. 교양원들은 교실을 꾸미거나 교편물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학기 초에 부모들에게 요청하거나 형편이 되는 교양원은 자신이 직접 부
담하기도 한다. 유치원에 따라 교편물 제작 상황도 차이를 보인다.

연구자: 교양원들이 교편물을 따로 만들기도 했나요?
교양원 A3: 어. 네. 그런게 있어요. 근데. 대체로. 교편물 만들고 그런 게 있는데. 만들라고. 원장샘
이 요구 하세요. 학교에서도 위에서 부터도. 계속 검열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라고 하시는데. 그런 걸. 만들기 귀찮잖아요. 원래. 자기가 만들면. 예쁘지 않고 그러니
까. 대체로 보면. 우리 쪽에서는. 다 사가지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보니까. 다
이렇게. 만들기를 잘 하시더라구요...그래..근데. 우리 그쪽은. 진짜....하나도. 만드는
게 없어요...
(교양원 A3 면담)

라) 현대화 정보화 강조
북한은 김정은 시대 이후 유치원 교육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강조해왔다. 전자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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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액정텔레비전, 카메라, 투시기, 모래다기능칠판 등의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갖추어 놓는 곳이 등장하였고(방성학, 교양원 2019-1b: 38), 최근에는 전자교과서 도입
과 어린이 프로그램 개발 실시와 관련한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새 전자교과서(전 5권) 《친한 동무》는 학교갈 나이에 이르는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선말과 도덕, 지능, 몸단련과 정서 등 유치원어린이들의 종합교육에 동영상과 음성, 문자, 그림을
결합한 다매체형식의 전자교과서는 인식교양적효과성이 대단히 높다. 2700여점의 그림들이 동영상들
과 립체적인 가상현실모형으로 펼쳐지는 이 전자교과서가 전국에 보급됨으로써 학령전교육수준을 한
계단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새 전자교과서를 도입한 결과 어린이들의 성장과 지능계발에
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19.04.10.).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유치원에서 훌륭히 완성한 어린이교육지원프로그람
《신비경》과 유치원용전자교과서 《친한 동무》를 새 학년도 교수교양사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교수방법탐구가 밤늦도록 진행되였다(우리민족끼리, 2019.02.27.).
교양실들만 보아도 전자칠판이 달린 액정텔레비죤, 카메라와 투시기들을 갖추어놓았고 종합놀이실
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시면서 높이 평가하신 모래다기능칠판까지 자체의
힘으로 마련해놓았다. 교통안전교양실, 운동실, 자연관찰실, 유희실들에 차려놓은 각종 실물들과 직관
물도 동심세계를 자아내며 훌륭히 꾸려놓아 참관자들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
왔다(방성학, 교양원 2019-1a: 38).

유치원 교육시설의 이러한 현대화 추세에 따라 지역 혹은 유치원간 정보화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에 따라 유치원에 TV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교양원이 직접 가져온 전자 발풍금 정도가 유치원의 유일한 기재이거나, 교양원이 모래
다기능칠판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여전히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일반 가정
에서도 TV를 보기 힘들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이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성에
지역별 편차를 가져와 유치원 교육의 지역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자: 교실에 TV가 있었어요?
교양원 A3: 없었어요. 학교에 TV가 원장선생님이나. 몇 개만 이렇게. 있고. 매 교실마다 TV를 설치
한다고 하지만은. TV를 설치한다고 돈은 계속 내라고 하지만은..진짜..아직까지는..뭐랄
까..잘 사는 몇 학교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 진짜. 거의 없는 편이죠..거의..
(교양원 A3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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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모역할 및 교육 강조
김정은 시대 이후 부모의 역할과 교육을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은 우월한 어
린이보육교양제도를 강조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새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 강조
해 왔다. 김정은 시대 역시 이를 계승하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아동기 교육에서 사
회 국가적 수준의 양육과 교육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며 가정 내 양육과 부모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자녀교육
교양 심리상담”(박정철, 2014)은 사회적 관심과 도서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짧은 시간
3판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모 역할의 강조는 실제 대부분의 유치원 교육 현

장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이 학부모의 사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현실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양원과의 면담에서 교양원과 원장 등 유치원
근무자의 점심 식사가 매일 아동이 싸온 도시락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부터 유치원 교양
실 꾸미기, 환경 개선, 교과서 및 비품 구입에서부터 교양원 생활자금 등 유치원 운영에
관련한 대부분의 활동이 부모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치원 어린 아이들 한테도. 내라는게 너무 많아요. 오늘은 뭐 하는데. 뭘 내야 한다. 뭘 내야한다.
너무 많으니까. 사실 좀 얘들이. 그런 걸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해요. 부모님들이 그냥. 바로바로 내주
시면. 얘들도 생기 있게. 그냥. 유치원 잘 다니겠는데. 그게 형편이 진짜 그러면. 얘들이. 잘 안나오
고...그러니까. 좀. 잘사는 얘들은. 곧바로. 부자집이라고 생각되는 얘들은. 학교를 매일매일 잘 나오는
데...어려운 얘들은..

(교양원 A3 면담)

일단. 학교에서 너무 내라는 게 많아요. 근데 학교 자체도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학교도
운영해야 되는데. 국가로부터는. 뭐. 진짜. 지원하는게 하나도 없는데 그 위에서 부터는 맨날 뭐 내라
고 해요. (중략) 이거 교장선생님 혼자 못하잖아요. 선생님한테 부담주고,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부담
주고 하니까. 나라 자체가 못사니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상교육 실제는 좋은 거죠. 교복도
그냥 바로 주고. 진짜 철따라 선물도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진짜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때는 좋으셨겠지만. 우리한테는. 생활이 너무 낙후하고.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우선 학교 가는 얘들도
보면. 진짜 많이 안가요. 저때만해도. 그래도 학교를 다 가는 편이였고 그러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첫째. 돈을 많이 내라는게 강하니까. 많이 안가고 그러는 편이었어요..

(교양원 A3 면담)

최근 북한의 교육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부모역할이 교육에서 중
요하다고 하면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는 북한의 개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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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현상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교양원 권위와 교육의 질 제고 문제
북한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을 교양원이라고 칭한다. 이 교양원들에게는
국가에서 배급이 주어지지만 이는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아주 부족한 수준이고,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 재
원 원아 수는 교양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교양원에게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시내에서 떨어진 교외 지역의 경우 산업이 없거나 일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서 아이
들을 유치원에서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는 또한 교양원의 교권의 위기이자 유치원 교육의 질적 하락과 파
행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니까 다른 일은 돌격대에서 시멘트라던가 이런걸 대거리에 팔고 하더라구요. 저도 몰랐는데 그냥
자기도 힘드니까. 그걸로 못사니까. 돌격대들한테 시멘트 받아 가지고 대거리에서 팔고 이렇게 살았어
요. 이 유치원 교양원이라 생활이 돌격대 나가기 싫어서 그냥 제내들은 하는 거지 진짜 못할 일이에요.
(교양원 A2 면담)

교양원 A2가 근무한 유치원의 원장은 교양원 생활로 생활방편이 마련되지 않아 시멘
트 등을 팔면서 생활을 유지하였다. 위의 사례처럼 지방의 유아수가 적은 유치원의 경우
교양원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겨울에는 이렇게 난로 화목대를 걷어 가지고 난로를 피워야 하는데 화목대를 부모들이 내주지 않아
가지고 자기집에서 나무를 가져와 막 때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제 있을 때 벌써
한명은 나가 가지고 3명에서 유치원 운영 해가지고.
(교양원 A2 면담)

최근 북한에서 무자격 교양원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거래하여 교양원이 되는 일이 일
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양원이 교양원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교
외지역 등 비인기 지역에서는 교양원의 이탈도 늘면서 생기는 교양원 수급 문제 때문이
다. 실례로, 교양원 A1의 경우 교원대 출신이었으나 대학 졸업하는 해에 김정은 위원장
의 방침으로 “혜산시 중심 유치원 손꼽히는 유치원에는 그 해 한명도 들어간 사람이 없

76

Ⅲ. 김정은 시대 주요 교육 정책 동향

었어요”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거주지와 멀거나 유아수가 적은 외곽지역에 배치되
어 불만족스러운 교양원들이 시집을 가는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이탈하게 됨으로써 교양
원 수급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됐어요. 이게 뭐 자격증이나 그런게 없이 그냥 그 유치원은 작다
보니까 자격증 같은 거 별 중요시 하지 않고 들어갈 때 그냥 중국돈 500원 그 원장한테 뇌물로 바치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냥 조선글만 알면 그냥 들어갔어요. (중략) 그리고 또 교양원 하면 편해가지고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이게 돌격대로 막 보내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바로 교양원 했으니까 힘들지
도 않고 여자 직업에는 딱 좋은 직업이라 해가지고 다 부러워하는.. 그래도 돈 500원 구하기 힘드니까
가고싶어도 못가는 애들이 엄청 많죠.
(교양원 A2 면담)
그걸 첫 배치는 양강도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차 배치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시당 쪽에서 보고
있는데. 이차 배치에서 내가 졸업하는 그 연도에 좀 많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졸업에 맞지 않아 가지
고. 김정은이가 많이 그 상태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김정은이가 딱 방침같은 거 떨군 그 해에 졸업을
해가지고. 원하는 데 갈 수 없었어요. 학급에서 한명도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지 못해...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뒤에서 힘써가지고 스카우트 해가는 형식으로.
(교양원 A1 면담)

외곽지역에서 교양원 생활을 한 교양원 A2의 경우 최근 북한의 유치원 교육이 교재가
달라지고 있다는 면에서 “우선 조금 구석기는 벗어났네.. 김일성이 때부터 배우던거 우리
때 까지 배웠는데 이제는 새 세기로 가네..”라고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가한 반면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의 어린시절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평가를 하였다. 이는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출산율로 문을 닫는 유치원이 증가하는 현상과도 연
결된다.
그 때보다도 못해요. 그때는 과자도 매일 5개씩 줬는데 (아..) 그저께 준게 콩우유. 그다음 콩우유
다가.. 콩우유 밖에 없고. 그떄는. 저 때는 과자도 매일 주고 그다음에 연필같은거라던지 주고 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저는 96년생. 2000년에 2001년도에 유치원 다녔거든요. (중략) 저는 과자랑 먹고
그랬어요. 과자도 주고, 리본도 주고. 지금 조금 달라진 게 교과서 그림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현대식 그림이 되어가지고..그때는 유치원에 가야금도 있고, 발레도 있어서 체조랑 시켰는데 여기는
발풍금 밖에 없어서 시설이 더 안좋아졌어요.
(교양원 A2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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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원의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지원하고 담보하지 못하는 유치원 교육 환경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교양원 A1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한테 잘 보이려면 그 애를 얼만큼 이뻐해야”되는지 고민하고 이는 원아
를 줄을 세우거나 안아주고 낮잠을 재우는 위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 교양원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양원 A1: 그런 생각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교양원을 해야 되고 뭔가 또 부속을 지원해라
이걸 하려면 어느 부모한테 잘 보이려면 그 애를 얼만큼 이뻐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올 때 걔를 한번 안아줘야겠구나. (웃음) 앞에다 세워줘야겠구나. 잠 잘 때 따뜻한 데
눕혀줘야겠구나. 눕히는 것도 서열이 있어요. 쭉 보면...(웃음)
(교양원 A1 면담)

한편 교양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각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유치원별로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교양원 A2의 유치원에서는 별다른 평가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반면, 교
양원 A1의 유치원에서는 개별 교양원의 수업에서 동영상 등 직관물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원장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으며, 말의 억양, 목소리, 시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교양원들의 수업에 원장이 참관하여 총화 시
간에 수업 태도에 대한 비판 등이 진행된다고 한다.

저는 거의 좀 막 계속 꾸지람을 좀 많이 듣는 형태로 말이 억양이 쌕쌕하다, 입안에 소리를 한다.
목소리를 내뱉어라. 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답지 않다. (이런 평가도 받고) 앞에 나가서 수업하면
그 뒤에 교양원들이 원장님 한번. 원장이 오늘은 OOO 선생님 수업을 듣겠어요. 하면 뒤에 가서 그럼
쫙 앉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업하는 거 교양원 쭉 쓴 걸 이렇게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하나씩 주면
내가 그걸 맞게 하고 있는지 틀리고 있는지 뒤에 앉아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계시
는 거예요. 딱. 앞에서 하면 그냥 말없이 일어나 나가세요. 그다음에 저녁에 통합 시간에 호되게 비판
해요. 애들은 없는 데. 머리를 끄덕여주고. 필요할 때만 손동작하고.
(교양원 A1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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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김정은 시대 북한 유치원 교육의 성격
북한은 김정은 시대 유치원교육에서 통합교과 교육의 실시, 종합놀이교육의 강조 등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진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로
소학교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유치원
교육이 소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육체계에 있어 형식적인 통합교과교육은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 이행은 여전히 진행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자원의 한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방법론적으로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 놀
이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및 평가에 있어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존재한다. 통합교육이 지
역별로 편차를 보이며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거나 종합놀이실, 현대화 기기와 시설 확보,
새 교육과정을 위한 교편물 구비 등에서 지역간, 유치원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은 2013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통합교과교육 및 종합놀이교육의 실시, 유치원 교
육환경 개선 등 유치원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줌으로써 아동 중심적 교육과정인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교육과정이 안착되고 적용되
는 과정에서 국제화 추세와 기존 주체사상 및 북한 체제가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하
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유치원 교육은 표면적으로 정치사상교과가 삭제되고 통합교
과교육의 틀 안에 사상교양이 포함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지만, 교육과정 이면과 실
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기존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별 유치
원 교육의 수준과 환경의 질적 격차 역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치원 교육에 비해
교양원의 권위 하락, 수급의 어려움, 질적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교양원이 경제적
이유로 교권을 침해받고, 유치원 교육 현장이 교양원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곳
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일부분 확인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유치원교육의 전반적
인, 그리고 실질적인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소수의 제한된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현장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
므로 북한 유치원 교육의 실태를 추후 다양한 지역적 현황 검토와 더 많은 정보제공자로
부터 북한 유치원 교육의 실태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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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편

가. 초중등 교육과정 개혁 배경
김정은 집권 이후의 교육과정 개정을 살피는데 있어서, 2012년의 학제개편은 핵심적
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제개편의 핵심은 이전에 비해 소학교가 1년 늘어 5년제
가 되었다는 것과, 6년제였던 중학교가 3년씩 나누어져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
된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다양하게 분석된다.
첫째는 학생들의 학습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교육 본질적 목적이다. 2012년 교육신문
에 의하면 4학년의 소학교 수학기간이 짧아 “소학교의 학생들이 학습부담을 받으면서 배
운 내용을 잘 리해하지 못하던 부족점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중등교육이 6년 동안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데로부터 나타나던 불합리성을 없애”고자 (최고인민회의
보고문, 2012; 조정아 외, 2015에서 재인용) 학제 개편이 실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초등교육 기간을 1년 늘림으로써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여
소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수준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김지수, 2013). 또한 이는 중등교
육 개편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중등교육이 전기와 후기로 분리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불
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학제개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정아 외, 2015). 즉, 초급중학
교에서는 기초기술을 가르친다면 고급중학교에서는 세분화된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전문화된 학습기회 및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다. 이처럼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체제 변화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지수, 2013; 신효숙, 2015).
둘째는 세계적인 교육 기준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신효숙,
2015). 김정은은 2014년 9월 5일 담화문에서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
으며(교육신문, 2014.09.11.), 학제 개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부
분의 선진국은 초중등 교육에 12년의 기본 학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차
이가 있으나, 초등교육의 경우 일본, 중국, 한국은 6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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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국가들도 5년 또는 6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소학교 학제 개편은
이러한 국제적인 초등교육 연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4-6학제의 11년제 교육제도에서 북한의 학생들은 6세에 초등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16

세의 이른 나이에 사회진출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를 1년 늘린 12년제 학제
에서는 사회 진입이 17세로 늘어난다. 많은 선진국에서 초중등교육을 12년제로 운영하
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국민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세계적 교육
동향에 발맞추기 위한 의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Ⅲ-7> 주요국의 학제, 초등교육 시작연령 및 학령기 이후 단계 진입 연령
국가

학제7)

초등교육 시작연령8)

학령기 이후 단계 진입 연령

일본

6-3-3

6세

18세

한국

6-3-3

6세

18세

프랑스

5-4-3

6세

18세

중국

6-3-3

6세

18세

미국

5-3-4, 6-3-3

6세

18세

북한 11년제 (개혁 전)

4-6

6세

16세

북한 12년제 (개혁 후)

5-3-3

6세

17세

셋째는 새로운 집권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이다. 12년제 학제 개편은 새로이 집권을 시
작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법령이다. 경제나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교육
제도를 첫 번째 개혁 내용으로 다룸으로써 김정은은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지수,
2013). 특히, 2012년 4월 6일 발표된 담화문에서 김정은은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과 교육의 현대화, 대학교육의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인재를 키워내야 함을 강조하였고
(로동신문, 2012.04.19.; 신효숙, 2015에서 재인용), 2014년 9월 5일 담화문에서는 “전

7) 김미숙 외(2016: 400). 주요국의 교육 정책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8) OECD(2018: 429). Education at a Glabce 2018. 429쪽 자료 활용하여 재구성.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eag-2018-en.pdf?expires=1574918786&id=id&accname=
guest&checksum=B9B83139B78F6ACBCC4E290D3EB26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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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교육신문,
2014.09.11.)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새 세기 교육혁명의
“첫 포성”이 그러한 전반적 의무교육기간 변화와 함께 시행된 학제개편이었다는 것이다.

나. 2013년 초·중등 개정 교육과정
1) 초중등 교육과정에 나타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방향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개혁과 더불어 실시된 새로운 교육과정은 2013년에 발표되었
다. 이 국가 교육과정 문서는 소학교 및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편으로 나뉘어있는데, 모
든 문서는 동일하게 ‘머리말’과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위치와 사명’이라는 문서로 시
작한다. 이 두 가지 문서가 전체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방향과 개정취지를 제시한다면,
이후에 제시되는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교육강령은 학교급별 세부 목적과 목
표, 과정안과 교수요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을 불문하고 제시되는 ‘머리말’과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위치와 사명’에 대한 분석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가) 교육강령의 머리말
교육강령의 머리말은 크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지도자로부터 촉발된 국가의 주요
개혁이라는 점과 그 의의 및 교육강령의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머리말의 시작은
『김정일선집』 제8권에서 발췌한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
본문제의 하나입니다”라는 인용문으로 시작한다. 이어 1972년에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
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북한의 초중등교육의 의무화와 무상화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사회주의교육발전의 합법칙적요
구”와 북한의 교육현실, “세계교육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김정은이 직접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교
육위원회, 2013a: 3). 이와 같은 문서의 서두는 김정은의 교육정책이 김정일에서 이어지
는 국가 지도자의 강조에 근거해있고, 이들의 신념으로 그 방향설정이 가능하였다는 점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12년제의무교육개혁은 북한 내부의 사회
발전에 터한 요청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동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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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문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강령이 지닌 법적 지위를 강조하는데,
이는 법적 의무를 명시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강령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임을 드러내
고 있다.

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위치와 사명, 총적목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북한의 새로운 사회주의교육체제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북한은 5세부터 17세에 해당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12
년 동안의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 및 고급중학교 교육에 대하여 ‘중등일반교육’이라 일
컫는다. 즉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중등일반교육은 “일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는 것”(교육위원회, 2013a: 4)으로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체계에서 그 시기적 중요성을 지닌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는 김정일의 교시를 토대로 제시된다. 김정일 교시
의 핵심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
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김정일선집 제8권, 108
쪽: 교육위원회, 2013a: 5에서 재인용). 지덕체의 세 가지 항목은 교육강령에서 드러나는
세부과목에서 실천가능한 형태로 다시 기술되며, 교육내용의 큰 목표 및 범주까지 기술
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8>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교육내용, 관련교과
김정일
교시

덕

대항목

세부항목-교육내용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이론, 혁명적수령관, 김정은
결사옹위정신
- 주체사상
- 선군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세
- 혁명적 기풍과 품성
혁명적세계관을
- 사회주의수호정신
품은 정신도덕적
- 계급의식, 군사중시주의, 역사적 위업 성취에
품성
대한 담력
- 김정일애국주의정신, 공민적 자각과 의무
-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정신
- 정신도덕적품성
- 위법현상에 반대하는 투쟁정신

관련교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 어린시절(소)
- 혁명활동(초급중)
- 혁명력사(고급중)
사회주의도덕(소,초급중)
현행당정책(고급중)
사회주의도덕과 법(고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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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교시

대항목

세부항목-교육내용

사회과학

지

중등일반지식의
기초 위에
정보기술교육과
자연과학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배양한
창조적 능력

관련교과

- 국어와 문학

국어(소,초급중)
국어문학(고급중)
한문(고급중)

- 역사와 문화

조선력사(초급중)
력사(고급중)

- 심리와 논리

심리와 론리(고급중)

- 외국어

영어(소,초급중,고급중)

- 수학

수학(소,초급중,고급중)

- 물리

물리(고급중)

- 화학

화학(고급중)

- 생물

생물(고급중)

- 지리

조선지리(초급중)
지리(고급중)

정보기술
- 콤퓨터
- 정보도덕륜리, 법질서 준수 태도

자연(소)
자연과학(초
급중)

정보기술(소,초급중,고급중)

- 일상생활에 적용가능한
기초기술지식 및 실천능력

기초기술(초급중,고급중)

- 중요경제부문의 기술지식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초기술

공업(농업)기초(고급중)

기초기술

예술적 지식,
기술 및 능력

체

- 노래, 춤, 악기 활용 능력

음악무용(소,초급중)

- 미술적 창작 및 감상, 평가능력

도화공작(소)
미술(초급중)

체력 및 체육기술 -

국가기준키 도달
체육기초지식 및 구현능력
체육기술
의지와 인내성
위생보건지식

- 애국보위 자각심
- 자동보총, 개인용반화학기술기재 원리이해 및
초보적 군사 능력
사용능력
- 초보적 군사지식 및 야전생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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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급중)

체육(소,초급중,고급중)

군사활동초보(고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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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Ⅲ-8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교수진행계획에 편성된 교과들이
교육과정문서상 명시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관련하여 김정일의 교시와
교육내용, 교과가 어떻게 관련되어있고 편성되어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의 교과 항
목에서 드러나듯, 학교급에 따라 심화되거나 줄어드는 과목이 있다. 예를 들어, 국어교과
의 경우 소학교나 초급중학교에서는 ‘국어’과목으로 학습하는데 반해, 고급중학교에서는
국어문학과 한문으로 교과가 세분화된다.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세분화되는 과목은 국어
외에도 자연과학, 기초기술 등이 있다. 반면, 예술관련 교과는 소학교에서는 음악무용과
도화공작으로, 초급중학교에서는 음악무용과 미술로 가르쳐지다가 고급중학교에서는 예
술과목으로 통합되어 3년 동안 총 81시간 운영하도록 편성되어있다.
동시에 위의 교육내용 및 교과 분류는 김일성시대에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
제』에 제시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 문서
는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을 사회주의교육의 세 가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하는 교육내용과 동일한 범주라는 면
에서 분명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전면에 배치
되어 전체 교과구성의 틀과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목표를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와 관
련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개혁의 교과내용 및 교과목적 구성이 북한의
과거와의 연결 속에서 사상적 토대가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교육강령의 내용과 구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개혁과 더불어 실시된 새로운 교육과정은 2013년에 발표되었
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이를 ‘새 세기 교육혁명’과 관련하
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이 추구하는 교육개혁이 과거의 범주를 활용하여 제시
되지만 교육내용은 새로운 것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방법을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교육 내용을 위해 학제도 새롭게 개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다음로 학생들에게 숭고한 정신과 높은 창조력을 키워
줄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것입니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
요인입니다. 교육내용편성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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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신문, 2014.09.11.)

위의 인용문에서 설명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내용편성은 북한의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교육강령 안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
서라 할 수 있다. 즉, 교육강령은 교육목적과 내용, 방법 및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역사가 당시 집권 정부의 교육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듯, 2013년에 새롭
게 발표된 북한의 교육강령에는 김정은 정권에서 목표하는 교육 방향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법에 의하면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 즉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
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작성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해 중앙교육지도기관에 비상설심의위
원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교육강령을 고칠 수 없
다. 또한 북한의 교원은 이 교육강령에 기초하여 담당과목의 교수안을 작성해야 하고,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강령은 강력한 국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2~36조9)). 특히, 교육과정 문서의 초반에 김정일의 언급을 인용하여, “과정안은 누구도

어길수 없고 마음대로 변경시킬수도 없습니다. 과정안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이 교무행정
일군들의 기본임무입니다(교육위원회, 2013a:13)”라고 밝혀, 북한 교육에 있어서 일원화
된 교육과정의 엄격한 준수와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은 교육강령
집행법 제정을 통해서 이를 더욱 강조하고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강령은 교육 목적과 목표 외에 크게 교수과정안과 교수요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목
표와 사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교육목적과 도달목
표가 먼저 제시되어 있으며, 이후에 과정안과 교수요강이 제시된다. 교수과정안은 “교종
별 도달목표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학기구분, 과목설정, 학업진행계획, 교수진행계획, 학

9)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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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적평가 등이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서이며, 교수요강은 “과정안에 반영된 개
별적인 학과목의 교수진행계획을 밝힌 교육강령의 구성부분”이다(교육위원회, 2013b:
3). 즉, 교수과정안이 학제, 학기, 과목설정 등의 틀을 제시한다면, 교수요강은 우리나라

의 교육과정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각 세부 과목의 “목적과 목표, 학년별교수목표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내용의 범위와 수준, 도달기준, 교재편성원칙과 교수에서 지켜
야 할 원칙, 학업성적평가원칙”이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다(교육위원회, 2013b: 3).
<표 Ⅲ-9>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 문서체계: 소학교 (교육위원회, 2013a)
머릿말
차례
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위치와 사명, 총적목표
1.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위치와 사명
1)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위치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사명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
Ⅱ. 소학교 교육강령
1. 소학교교육의 목적과 도달목표
1) 목적
2) 도달목표
2. 소학교과정안
1) 학제
2) 학기구분
3) 과목설정
4) 학업진행계획
5) 교수진행계획
6) 학업성적평가
7) 과정안 집행에서 지켜야 할 요구
3. 과목별교수요강

학제 개편 이후 2013년에 발표된 교수요강이 작성된 후 이에 따라 교과서 집필에 필요
한 집필요목, 집필요강, 전개된 집필요강이 작성된 다음 최종적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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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교과서의 제작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014년에는 1학년 교과서가
보급되었고, 2015년에 2, 3학년 교과서가 보급되는 방법으로 단계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
어졌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적용 역시 교과서가 만들어진 이후인 2014에 각급학교의
1학년부터 적용되었다(인민교육, 2014-3: 16-18; 조정아, 2014에서 재인용).

3) 소학교

가) 소학교 교육목표
새로운 교육강령에서는 소학교 교육의 목적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의 기초를 형성시
키면서 학생들이 우리말을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하며 사물현상을 수학적으로 다루
는데 필요한 초보적인 지식과 기능, 사고능력, 자연과 사회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과 활용
능력, 아름다운 정서와 건강한 신체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초급중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교육위원회, 2013a: 11)으로 밝히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
지 도달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집권자에 대한 충성과 도덕적 성숙이다. 구체적으로는 “백두산절세위
인들에 대한 끝없는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며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세울 수 있는 기초
를 닦아주고 정직한 도덕품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북한에서 김
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는 것을 통해 충성심을 기르고 도덕
적 기준에 도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상교육은 모든 교수요
강의 처음에 등장하는 과목이며, 이들의 어린시절 에피소드를 통해 도덕적, 역사적, 정치
적 태도를 닮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는 ‘계급적원쑤’, ‘미일제국주의’, ‘남조선괴
뢰’에 대한 반대정신에 대한 강조,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가족 및 동무에 대한 사랑, 도덕
규범과 법규범에 대한 준법의식이 동시에 다루어진다. 또한 새로운 교육강령에서 제시하
는 소학교 교육 목표는 반복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나열하여 제시함으로써
김정은을 앞선 지도자들의 정신을 승계하는 주체로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
운 집권자에 대한 충정과 권위의 인정을 도달해야 할 교육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중등교육을 준비하는 단계이자 기초교육단계로서의 소학교의 교육목표이
다. 구체적으로 이는 “중등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말교육과 수학교육을 실속
있게 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표상과 초보적인 개념, 변화발전의 리치를 알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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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지능발전의 기초를 잘 닦아주도록 하는 것”으로 표현
된다. 특히 이러한 목표는 일반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자연, 사회 등의 교과별 세부
목표와 함께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생애학습의 가장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소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수행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과별 도달목표는 일상생활과의 높은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간단한 문장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거나, ‘간단한
현실문제들을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초보적인 능력’, ‘콤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수
단들을 옳게 다루고 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과 습관’ 등 행동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을 일반교과 학습을 통해 배움으로써 이후의 교육단계를
위해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는 예술교육으로서의 목표이다. 이는
“동심에 맞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초보적인 지식과 능력,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아름다운 감정정서를 키워주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예술로서의 문
학에 대한 감상 및 표현 능력을 포함하여, 예체능교육이라 할 수 있는 노래, 악기, 무용,
조형적 안목, 그리기, 감상에 대한 교육목표가 제시되는 등 기초적인 예술적 표현기술이
강조되어 있다.
네 번째는 신체발달적인 교육 목표이다. 구체적으로는 “키를 크게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킬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능력을 형성시키면서 건강한 신체를 가지도록 하는 것”
으로 제시되고 있다. 체육교육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이 항목에는 달리기, 체조, 수영 등
기초적인 스포츠 기능의 습득이 포함된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이 ‘국가기준키’에 도달
하는 것, ‘건강한 신체를 가지도록 하는 것’,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강조함으
로서 학생 신체의 발달을 국가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며, 지원함으로써 교육과 노동, 국
방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소학교 교과 변화
(1) 교과목 편제 개편

김정은 집권 전, 소학교에서는 4년 동안 총 13개의 과목을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편
성되었다. 정치사상교과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과 함께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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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교과로는 수학, 국어, 자연, 위생, 음악, 체육, 도화공작, 영
어, 컴퓨터가 있으며, 전체 과목 중 국어가 전체 수업 시간의 약 27%를, 수학이 24% 정
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과목은 전체 소학교 수업시간 분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2).

<표 Ⅲ-10> 김정일 집권기간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1996년 3월 기준)
학년별 주당 수업시수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4

사회주의도덕

2

2

1

1

5

수학

6

6

6

6

6

국어

6

6

7

8

7

자연

2

2

2

2

8

위생

9

음악

2

2

2

2

10

체육

2

2

2

2

11

도화공작

2

2

1

1

12

외국어(영어)

1

1

13

콤퓨터

1

1

1

1

* 통일부 북한이해(2012:189): 북한 교육성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확인가능한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 1학기 16주, 2학기 18주. 여름, 겨울방학 외에 3월말 1주일 간 봄방학

김정일 집권기간 중에도 교육과정은 조금씩 변동이 있었다. 위의 표에서 드러난 교과
목 구성은 1996년 북한교육위원회가 발간한 과정안(1996년 3월)을 기본으로 작성되었는
데, 초기의 교육과정과는 달라진 것이다. 당시 1996년 3월에 발간된 교육과정 문서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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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던 력사교과는 2001년 통일부가 이후 확인가능한 변화를 반영하여 공개한 소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다(김기석 외, 2003). 뿐만 아니라 2001년에 통일부가 공개한 편
성안에는 위생이 새로운 교과로 등장했고, 2003년까지 도화와 공작으로 분리되어 두 과
목으로 운영되던 교과는 2006년에 들어서서는 한 과목으로 통합되어 교육되었다. 즉, 주
당 각각 1시수씩 운영되던 도화와 공작이 합쳐져 주당 1시수로 축소 통합된 것이다. 반
면, 줄어든 만큼의 시수가 다른 교과에서 늘어나지는 않았다. 2006년에 공개된 편성안부
터는 공산주의도덕이 사회주의도덕 과목으로 과목명이 변화되었으며10), 2009년 공개된
편성안에는 영어와 컴퓨터가 새로운 교과로 들어왔다11). 새로운 두 과목은 기존의 편성
시수에 3학년과 4학년에 주별 1시수씩 늘어난 형태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일의 집권 기간 동안에도 교육과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컴퓨터교과의 신설은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이에 대한 강조가 시작되었
음을 보여주며, 영어는 1990년대에 들어서 그동안 제1외국어였던 러시아어의 위상을 영
어가 꺾으면서 북한이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확대 실시한 결과임을 보여준
다(통일부, 2006). 또한 2010년부터는 편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는데, <항일
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어린시절>이 1,2,3학년 편성에서 삭제되어 김정숙에 대한 강
조가 줄어드는 동시에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편성이 소학교 마지막 학년인 4학년에서
더욱 강조되었고, 사회주의 도덕이 1, 2학년에 주당 1시수씩 늘어났다. 수학과 국어의
시수 역시 저학년에서는 수학 시수가 추가되고, 국어 시수가 줄어들되 도화공작이 한 시
수씩 추가되는 등 1996년부터 고정되어왔던 시수가 김정일 집권 말기인 2010년부터 변
화되기 시작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된 12년제 의무교육강령 역시 교육과정에 다음의 표와 같은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10) 이 변화 내용은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북한교육’에 근거한 자료이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간
해온 북한교육 자료는 단 2004년과 2005년, 2015년에는 발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히 사회주의도덕
으로 교과명이 변화된 시점이 2006년이 아닌, 2005년이나 2004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 컴퓨터교육은 2008년 9월부터 실시되었다(통일부, 2009). 소학교 영어교육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조선중앙통신사, 2008: 178; 김정원 외 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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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상 소학교 교과목 및 수업시수 (교육위원회, 2013a:16 재구성)
학기별 주 수 / 주별 수업 시수
과목

총

비율

시간

(총100%)

18/16

18/16

19/16

18/16

18/16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71

1

1

1

1

1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어린시절

171

1

1

1

1

1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34

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린시절

171

1

1

1

1

1

5

사회주의도덕

171

1

1

1

1

1

6

국어

1,197

7

7

7

7

7

2

2

16.6%

1

30.9%
7

영어

136

8

수학

821

4

5

5

5

5

1주

1주

2

2

2

1주

1주

24.8%
9

자연

250

10

정보기술

52

11

체육

462

12

음악무용

342

13

도화공작

342

1.2%

26.5%

주당 시간 수

92

2
1주

2
1주

2
1주

2
1주

2
1주

2

2

2

2

2

2

2

2

2

2

22

22

24

26

26

계, 학년별교수시간수

4,320

792

792

864

936

936

과외학습

(900)

(5)

(5)

(5)

(5)

(5)

소년단생활

(432)

(4)

(4)

(4)

과외체육

(513)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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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12년제 의무교육강령상 소학교는 총 13개의 과목을 5년간 가르친다. 교과수업
만을 보면 1, 2학년의 경우 매주 22시간, 연간 792시간을 수업시수로 진행하며, 3학년은
매주 24시간 연간 864시간, 4, 5학년은 매주 26시간으로 연간 총 936시간의 수업을 실
시한다.

(2) 교육과정 변화 동향


사상교과의 변화: 김정은 관련 교과의 신설과 사회주의도덕 수업의 축소 편성
우선 점점 편성이 줄어든 김정숙 관련 사상교과는 소학교 최고학년인 4학년에서 최저
학년인 1학년으로 이동하여 편성되었다. 소학교 고학년에 편성되는 과목이 중등학교 교
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임을 가정할 때, 이는 김정숙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의 중요도
가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대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린시절>이 새로운 정치사상과
목으로 주별 1시수가 추가되어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을 그들의 반열에 포함시
키려는 의도가 표현되어있다. 동시에 김정일 집권 말기 2시수씩으로 늘어났던 소학교 저
학년의 사회주의도덕 수업은 다시 주당 1시수로 줄어, 김정은 관련 수업이 차지한 시수
와 반비례하여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 관련 교과의 비중 확대
12년제 의무교육강령과 함께 변화된 교육과정에는 의사소통 관련 교과인 국어와 영

어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 북한은 “모국어에 대한 사랑은 곧 애국심의 표현”(교육신문,
2013.02.07.)으로 간주하며, 특히 표준어로서의 평양말은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이 줄

기차게 벌어지고 있는 현대에 근로인민들이 호상교제하며 사상을 교환하는데서 생활의
힘있는 무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교육신문, 2013.02.07.) 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평양
말인 “문화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교육위원회, 2013a: 73). 또한 북
한에서 국어과목은 학생들에게 말과 글을 통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정
신을 심어”줄 수 있으며, 고전작품을 통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교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상교육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교육위원회, 2013a:
55). 이러한 측면은 김정은 시대의 국어교육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과

정상 국어과목의 배치 역시 개정 전 수학 다음의 순서에서 개정 후에는 사상교과 다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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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과교육 맨 위로 끌어올렸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소학
교 1, 2학년은 매주 6시수가 배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개편된 편제표에서는 1학년부
터 5학년까지 매주 7시수씩, 한 주 전체 수업시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도록
개편되었다.
영어 교과의 시수도 증가하였다. 3, 4학년에서 주당 1시수가 배정되어 있던 것이 4학
년과 5학년에서 두 배인 2시수씩 배정되었다. 다만, 영어교육의 시작시기를 한 해 늦춰,
기존에는 3학년에서 시작하여 2년간 실시하던 영어교과의 조기교육을 4학년부터 시작
하여 2년간 실시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영어교육 강조는 김정일 시대에서 강조된 과학화
와 세계화 구호에 맞추어 강조되어온 교과이다. 특히, 김정일의 “세계선진기술을 널리 받
아들이고 과학문화분야에서 국제적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자면 중등일반교육단계
에서 외국어교육도 강화하여야합니다”(교육위원회 2013a: 85)라는 담화문의 내용은 교
육과정 뿐 아니라 교육신문 곳곳의 외국어교육 관련 기사에도 자주 인용되는 문구이다.
이는 도구교과로서 영어교육이 북한의 세계화와 과학화, 국제화의 기치를 견인하는 역할
을 기대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입장에서 소학교 영어교육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
터 외국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하고 영어에 대한 초보적인 기초를 닦아주어 자
신감을 가지고 초급중학교 외국어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교육위원회, 2013a:
85) 준비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소학교의 영어교육은 주로 학생의 호기

심을 진작시키고 흥미를 돋우는 데 집중하며,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한 표현교육, 국어
와 영어의 언어관습상의 차이를 확인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수학, 자연교과 시수 축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수학교과와 자연교과의 시수를 줄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였
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매학년 주 6시수씩 편성되었던 수학은 1학년은 주당 4시수, 2,
3, 4, 5학년은 주당 5시수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학교과는 북한 교육에서 국어

다음으로 많은 시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별 전체 시수에서 약 20%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신문에서도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경연대회나 교수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김정일이 “수학은 모든 자연과학의 기초”이며 “사회현상을 연구하
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였으며, “수학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한 담화문을 직접인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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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교육위원회, 2013a: 95). 따라서 소학교에서 수학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실천활동에서 쓰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의 도량, 원리, 수값등을
활용하여 초보적인 수학 기초 지식능력을 갖추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연과목 역시 3, 4, 5학년은 그대로 주당 2시수를 유지하였지만, 1학년과 2학년에서
는 1주일씩 ‘계절 특성에 맞게 자연관찰을 하루씩 진행하여 총 1주일’씩 집중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학교 저학년에서 주지주의적인 교수학습을 현장체험과
관찰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과목에서 강조하는 교수방법으로는 탐구식 교수방법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과거 북한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김정은 시대에 적용한 교수방법이라 할 수 있다.
탐구식 교수활동은 “학생들이 탐구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해당한
교수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교수방법”을 활용한다(교육신문, 2013.05.30.). 따라
서 탐구식 교육방법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지식을 체득할 뿐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과정과 방법도 터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구체적으로 ‘탐구의 전제마련 단계, 기
본단계, 결속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그렇다
면?’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학생은 스스로 고민하여 탐구과정을 진행시켜나가도록 기대되며 교사는 탐구과정
이 이미 밝혀진 과학의 발전사자료를 수업시간에 반영하도록 권장된다(교육신문,
2013.05.30.).


컴퓨터 과목을 정보기술 과목으로 명칭 변경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콤퓨터’과목은 ‘정보기술’로 이름을 바꾸어 가르치고, 영
어와 같이 4학년부터 가르쳐진다. ‘콤퓨터’ 과목을 매주 1시수씩 가르치던 것에서 교육
조건을 고려하여 ‘몇시간 또는 하루, 며칠씩 나누어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교육
강령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의 모든 소학교에서 4, 5학년 대상으로 컴퓨터를
주1회씩 가르칠 정도의 설비가 갖추어져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며,
학교에 컴퓨터 시설이 부족할 경우 지역의 ‘미래원’과 같이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갖추어
진 시설을 이용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교육과정에는 컴퓨터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는 반세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과학과 기술분야는 물론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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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생활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교육은 지식경
제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기에 소학교 교육과정에 필수적으
로 포함되어야하는 정당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교과목 이름인 ‘콤퓨터’
를 ‘정보기술’과목으로 변경한 것은 이 과목을 통해 “정보처리능력과 알고리듬적인 사고
능력, 새 기술의 적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컴퓨터 활용능력을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인 태도와 활용능력, 논리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악 미술 교육의 변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예능 교육의 변화가 약간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음악>이던
교과명이 <음악무용>으로 바뀌어 무용교육이 새로이 더해졌다. 특히, 교육과정상 ‘집체
적인 음악무용예술활동’이 중요한 도달기준으로 제시되어, 노래를 하면서 음악에 맞추
어 몸을 움직이는 능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화공작도 김정일 집권 말인
2010년부터 저학년에서만 주당 2시수씩, 고학년에서는 1시수씩 편성되어 있었으나 새

로운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전 학년에서 매주 2시수씩 실시하도록 시수
증가의 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음악무용과 도화공작은 그 교과 자체의 목표도 중요하지
만, 동시에 사상교육의 중요한 전달매개이자 사상의 표현활동 도구서도 그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체육 교육의 강조
체육교과는 이전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주당 2시간의 시수를 유지하였으며, 김정은 체
제에서도 필수적인 교육 내용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의 ‘체육강국
건설구상’은 2013년에 등장하여 2014년 신년사에도 등장하였다(교육신문, 2013.04.18.;
2014.01.01.). 이는 체육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메달

을 따서 국가의 영예를 높인다는 구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교육신문에 등장하는 ‘붉은
기 해방소학교’는 학교의 축구소조, 태권도소조, 학급별 율동체조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학교가 구역, 시, 전국 체육 경기에서 거둔 우수한 체육 성적과 훌륭한 운동 기구를 강조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2013년 5월에는 새롭게 평양국제축구학교가 세워졌다. 이 학교는 축구에
재능있는 학생들이 생활하도록 학교와 기숙사, 문화시설을 갖춘 곳으로 김정은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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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기도 하였다(교육신문, 2013.06.20.). 축구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이지만 전반
적 12년제 의무교육 과정에 따라 소학반 5년, 초급반 3년, 고급반 3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일반 기초과목과 축구 전문 실기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통일뉴스, 2017년 12월 18
일). 이처럼 체육에 대한 강조는 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쓸모있는 혁명인재”이자 “사
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 지덕체를 겸비한 쓸모있는 혁명인재들로” 키워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교육신문, 2013.03.28.).

과외생활: 교과 외 학습 강조
교과교육 외에도, 교육과정에는 과외학습과 소년단생활, 과외체육을 위한 시간이 따로
배정되어있다. 이러한 활동은 크게 ‘과외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학교가 교과
지도 외에도 책임지고 지도해야하는 분야에 속한다. 과외생활로는 과외학습,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 등 다양한 사업이 있으며 이는 교과 관련 활동이자 ‘정치조직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교육에서 교과교육과 함께 강조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과
외 생활을 교육과정으로 전환시켜 교육과 사회활동을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혁명의 계
승자’로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1991).
먼저 과외체육은 1학년부터 주당 3시수가 배정되어 있으며, 앞서 설명한 체육교육의
강조와 맞닿아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과외학습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시수
씩 실시되며, 주로 학습 내용을 학생이 완전하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조활동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소년단생활은 3, 4, 5학년에서 주당 4시수가 배정되어 있다. 소년단은
대표적인 과외생활 중 하나로, 북한 학생들의 일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정치생활이다. 또
한 소년단 지도교사는 “학생소년들에 대한 정치적보호자”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
을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을 지닌다(교육신문, 2013.06.27.).
따라서 매주 4시수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은 집단생활을 배울 뿐 아니라 실천 활
동을 통해 체험적 정치사상교양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다) 소학교 학기구분 및 학업 진행
12년제 의무 교육강령에서 학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크게 두 학기로 나뉘어 운영되는

데, 1학기는 4월부터 9월까지이며, 1학기 중에 가장 무더운 7월과 8월 사이에 여름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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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달 정도 실시된다. 2학기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1, 2월에 두 달이 조금
못미치는 기간동안 겨울방학이 실시된다. 2학기 마지막 수업 이후 바로 다음 학년의 개
교일이 이어지나,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은 새학년도 준비 기간으로, 9월 28
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3일간은 2학기 준비 기간으로 보낸다. 일반적으로 개교일은 4월
1일로, 일요일인 경우에는 2일을 새 학년의 개교일로 한다.
<표 Ⅲ-12> 소학교 학기 구분 및 학사 운영 일정(교육위원회, 2013a)
1학기

구분
학년

소학교

2학기

학년계

학업기간

방학기간

학업기간

방학기간

학업

방학

(일수)

(일수)

(일수)

(일수)

일수

일수

4.1~7.15(106)

7.16~8.15

10.1~12.29(90)

12.30~2.18

8.16~9.30(46)

(31)

2.19~3.31(41)

(51)

283

82

4) 중등학교

가) 중등학교 교육목표
북한에서는 2012년 학제개편을 통해 기존의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고급
중학교로 분리하였고, 따라서 교육과정문서 역시 이 두 학교급의 교육 목적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초급중학교의 교육목적은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세울수 있는 기
초를 튼튼히 다지면서 학생들이 중등일반교육을 완성할 수 있는 일반기초지식과 정보기
술기초, 기초기술, 초보적인 정서생활능력과 튼튼한 체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고급중학
교 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교육위원회, 2013b: 10)이다. 반면 고
급중학교의 교육목적은 초급중학교에서 기초를 다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튼튼히 서
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창조적 능력, 고상한 정서와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함으로
써 졸업후 군사복무와 사회, 대학생활을 원만히 하며 일생동안 학습하는데 필요한 든든
한 기초를 가진 선군혁명인재로 준비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교육위원회, 2013c:
11). 이러한 교육목표를 병렬적으로 살펴보면, 중등일반지식과 창조적 능력, 정서와 체력

이라는 측면에서 초급중학교는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고급중학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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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완성시키는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고급중학교에서의 학습은 이후 사회생활
뿐 아니라 사회주의교육체제의 구조 안에서 실시될 평생교육측면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
적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다음의 다섯 가지 도달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목표까지는 소학교 및 초급중학교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 군
사 관련 목표는 고급중학교에 특화된 목표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첫 번째 목표는 정치사상교양에 대한 것으로서 지도자 및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회주의 도덕규범의 습득이다. 이는 소학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도록 했던 것을 심화한 내용으로서 초급중학교에서는 이
들의 혁명활동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 고급중학교에서는 혁명력사에 집중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초급중학교에서는 ‘건전한 정신도덕적 품성’을 갖추게 하는 목표를 제시한 반
면, 고급중학교에서는 ‘사상정신적 풍모’를 갖추게 함으로써 학교급이 바뀌면서 다르게
강조되는 사상교육적 특징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옹위하는 태도에 관하여서
도 초급중학교에서는 ‘충정을 다하는 것’으로 묘사되던 것이 고급중학교에서는 ‘결사옹
위하는 성새, 방패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고
급중학교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던가, ‘계급의식’, ‘선군혁명동지’,
‘혁명적도덕관’등 이전 학교급의 목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사상적 단어가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사상교양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학교에서는 가정이나 마을 안에서의 태도나 환경보존에 대해 강조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중학교에서는 그 지리적 폭을 넓혀 ‘내 나라, 내 조국’과 같이 국가적 개념으로
확대되어 애국정신이 강조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이라고 표현되어,
도덕이 곧 북한의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연결된 것으로 설명된다. 곧 북한 사회에
대한 자부심, 북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성실한 노동관, 나라와 조국이 발전하도록 노력하
는 주인의식과 공민적 의무의 완수가 일반도덕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
학교 도덕교육의 완성은 학습자 개인의 목표도달이나 자아실현이 아닌 국가의 발전과 사
상적 기틀의 유지를 위한 공민으로서의 역할 습득으로 설명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창조적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중등일반교육에서 도달해야할 지식과
능력에 대한 교과별 도달내용으로서의 목표이다. 소학교는 중학교교육을 준비하는 단계
이자 기초교육단계로서의 목표가 강조되었다면, 중학교에서는 중등일반교육을 완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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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일반기초지식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보기술기초
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위원회, 2013b: 11). 특히 중학교에
서는 국어나 외국어, 수학 등을 ‘일반기초지식교육’으로 지칭하고 또한 ‘정보기술기초교
육’과 ‘기초기술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학교에서는 4학년과 5학년에만 배정
되어 있던 정보기술 교과가 초급중, 고급중학교에서는 매년 배치되어 있으며, 기초기술
과목은 초급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고급중학교에서는 추가적으로 공업(농업)기초 과
목도 학습하도록 새롭게 배치되어 있다.
각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도달목표도 중학교에 들어서서 더 심화되며, 사상성이 강조
된 특징을 지닌다. 내용의 심화와 구체화와 관련한 예로는 정보기술교과를 들 수 있다.
정보기술교과의 경우, 소학교에서는 정보기술이용에 대한 기초적 능력과 습관 배양이었
던 목표의 수준이 초급중학교에서는 이를 이용한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기술
을 통한 상호교류와 협조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급중학교에서는 졸업
이후 사회생활 장면에서 필요한 정보처리능력과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이후 개인이 컴퓨
터와 정보망을 통해 “일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목표가 더욱 세부적
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상성의 강조는 다양한 교과에서 발견된다. 국어교과의 경우 초급중학교까지 기초언
어능력에 대한 강조가 도달목표로 제시되었다면, 고급중학교에서는 ‘주체의 문학관’에
기초하여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분석 및 평가하며,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제시된다. 초
급중학교에서 처음 등장하는 역사과목도 초급중학교에서는 민족의 역사,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등 민족사관에 기초한 도달목표가 제시된 반면, 고급중학교에서는 인민대중에 의
한 투쟁역사에 대한 도달목표가 제시되어, 목표기술의 방식과 수준이 더 사상적인 특징
을 지닌다.
또한 고급중학교에 들어서면서는 과목 도달목표의 제시가 세계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
하여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급중학교의 조선지리나 자연과학 교과에서
“자기 지방의 자연대상”, “우리나라의 주요 명승지” 등의 국내 지역에 대한 관찰과 학습

이 강조된 반면(교육위원회, 2013b: 11), 고급중학교에서는 국어교과에서 “신문, 방송으
로 보도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해 리해”하는 것이나, 지리교과에서 “우리나라와 주변나라
들의 자연지리적, 경제지리적 분포”(교육위원회, 2013c: 13)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
표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외의 지리나 경제적 상황을 아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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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서 고급중학교에서는 시대적 흐름을 읽도록 하는 요구도 있다. 예를 들어, 물리교
과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교수에 맞게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초기술지식의 물리적
원리”(교육위원회, 2013c: 13)들을 습득하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거나, 기초기술
교과에서 “지식경제발전의 요구에 맞는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기능,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을 가지도록 하는 것”(교육위원회, 2013c: 13)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해당 문서가 작성된
2013년의 세계적 흐름을 나타내는 키워드인 ‘지식경제’를 반영할 뿐 아니라,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고급중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함을 드러낸다.

[그림 Ⅲ-2]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교과별 도달목표 기술의 변화 양상

세 번째는 예술적인 지식과 감상, 표현능력에 대한 목표이다. 초급중학교에서는 구체
적으로 아동문학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나 창작 지식 및 능력, 한가지 이상의 악기
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무용실기 능력,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품을 만들고 감상하는 능력
등 구체적인 지식과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국 “학습과 생
활을 정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초보적인 능력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초급중학교
에서는 ‘주체의 미학관’이라는 사상적 예술관이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급중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소학교나 초급중학교에서 제시한 특정 기술이나 능력에 비하여 보다 일
반적인 예술적 기량, 감상 및 평가에 대한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음악이나 미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우리 인민의 민족정서에 맞게 옷차림과 몸단장을 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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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환경을 정서적으로 꾸리고 관리할줄 아는 초보적인 능력” 함양을 제시하고 있어, 교과
특정의 지식이나 기술, 능력이 졸업 이후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반 교양과 연결되도
록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신체발달 및 위생과 관련한 교육 목표이다. 초급중학교의 관련 교육목표로
는 소학교의 신체발달관련 교육목표와 유사하게 국가기준 키의 도달이나, 몸의 조화로운
발달, 운동능력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초급중학교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위생보건지식에
대한 목표가 등장하였다. 고급중학교의 관련 교육목표로는 신체발달이나 국가기준 키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체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성장이나 건강을 위한 것이
기보다 “로동과 국방에 필요한 건장한 체력증진”이 목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교육위
원회, 2013c: 14). 또한 위생보건지식의 습득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과, 이를 통해 얻게되는 정서적 효과인 용감성, 대담성, 강의한(강인한) 의지와 인내성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신체의 발달과 건강이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 건설의 기초”이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기초라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체육교육 원리

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목표는 고급중학교에서만 드러나는 목표로 기초군사활동 능력 배양에 대한 것
이다. 이에는 일반적인 교과와 달리, 고급중학교에서 새로이 추가된 ‘군사활동초보’과목
과 관련한 내용이 해당된다. 군사활동초보는 고급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1주간 실시
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군사를 성실히 배우는 태도”를 기르고 “조국보위가 최대의
애국”이라는 생각을 갖게될 뿐 아니라 실제로 ‘자동보총’이나 ‘개인용전투기술기재’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교육위원회, 2013c: 14). 학생들에게 군사지
식이나 관련 기자재의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교육이 교육자체만의 목적
뿐 아니라 안보와 군사 양성의 목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이후 전민군사복무제를 실시하며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청년이나 과학
기술 및 산업 관련 필수요원, 소수의 예술인과 체육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복무를 해야
하며, 영재학교인 제1중학교, 외국어학원 등에서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등의 이유가 아
니라면 모두 군입대를 해야 한다12). 이러한 환경에서 고급중학교 단계에 실시하는 군사
활동 관련 교과는 의무교육 안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군사 능력을 배양하는 목
1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전민군사복무제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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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중등학교 교과 변화
(1) 교과목 편제 개편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던 시기의 북한 중등학교는 6년제 중학교로 통합되어 운영

되었다. 1972년 9월에 고등중학교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이 학교는 기존의 5년제 중학교
와 2년제 고등학교를 합하여 총 6년제 중등교육기관으로 운영한 것이었는데(조정아,
2004), 2002년에 중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6년간 23개의 과목을 운영하도록 교육과

정이 편성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당시 소학교의 과목과 교과편성이 유사하나, 일부 과
목이 세분화되어 있거나 신설되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정치사상교과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와 함께 <사회주의도덕>, <현행 당정책>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
다. 소학교에서 지도자의 ‘어린시절’을 이야기 위주로 배운 반면, 고등중학교에서는 혁명
활동과 혁명력사를 가르치게 되어있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현행 당정책에 대해서도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과로는 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
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컴퓨터 및 실습이 편성되어 있다. 외국어의 경우, 이전
까지는 러시아어의 수요가 높아 제1외국어로 활용되다가 2000년에 들어서서는 영어와
중국어의 수요가 높아져서 대부분의 고등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도
록 하였다(통일부, 2012: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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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김정일 집권기간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학년별 주당 수업시수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

1

1

4학년

5학년

6학년

2

2

2

2

2

1

1

1

1주

1주

1주

4

3

2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2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1

6

사회주의도덕

7

현행 당정책

8

국어

9

문학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력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

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2

3

4

4

4

16

화학

2

3

3

4

17

생물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1

1

20

미술

1

1

1

21

제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

1

5

1주

1

1

5

1주

1

1

4

1주

* 통일부 북한이해(2012:191): 북한 교육성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확인 가능한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13).
* 고등중학교(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는 연간 50주를 운영하며,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는 연간 40주를
운영함

13) 통일부는 매년 『북한이해』를 발간하여 북한의 교육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1996년 3월 기준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북한이해』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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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드러난 교과목 구성은 1996년 북한 교육위원회가 발간한 과정안(1996년
3월)과는 일부 다른 모습이다. 1996년 3월에 발간된 교육과정 문서에는 사상과목명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과 같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혁명력사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김정숙 관련 교과인 <항일
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혁명력사>도 1996년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목이었으나
통일부에서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2006년부터 교육과정 자료에 포함되었다(통일부,
2006: 197). <사회주의 도덕>도 1996년에는 <공산주의 도덕>이었으나 2006년 발표 자료

부터는 과목명이 변화되었다. 이 외에도 <콤퓨터> 과목과 유사하게 1996년 3월 공표 교
육과정에는 <전자공학기초>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습> 과목도 <여학생 실습>과
남학생 실습으로 보이는 <공작실습>이 1주씩 구성되어 있었고, 시수 배당은 되어있지 않
았지만 교육과정상 <천문학>도 과목명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김기석 외, 2003: 110).
이와 같은 변화는 김정일의 집권 기간 중 중학교의 교육과정 변화를 드러낸다. 구체적
으로는 사상교과의 강조를 위한 시수 변화와 교과 세분화가 진행되었다는 점, 컴퓨터교
과목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는 점, 예술 관련 과목에
대한 비중을 중학교에서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공표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은 무엇보다도 6년제 중학교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상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
는 학교급의 신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교과의 분리와 변화도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이다.
먼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의 교과 편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12년제의무교육의 교
육강령상 초급중학교는 총 16개의 과목을 3년간, 고급중학교는 총 22개의 과목을 3년간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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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상 초급중학교 교과목 및 수업시수
(교육위원회, 2013b: 15 재구성)
학기별 주 수/ 주별 수업시수
과목

총시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36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136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34

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102

5

사회주의도덕

102

6

국어

510

7

영어

408

8

조선력사

136

9

조선지리

102

10

수학

578

11

자연과학

510

12

정보기술

192

13

기초기술

102

14

체육

204

15

음악무용

102

16

미술

102

비율
(총100%)

14.8%

26.6%

6.9%

31.5%

8.5%

11.8%

주당 시간수

106

18/16

18/16

18/16

1학년

2학년

3학년

2

2
2

2

1

1

1

1

1

1

5

5

5

4

4

4

1

1

2

1

1

1

6

5

6

5

5

5

2주

2주

2주

1

1

1

2(1주)

2(1주)

2(1주)

1

1

1

1

1

1

32

32

32

1

계, 학년별교수시간수

3,456

1,152

1,152

1,152

과외학습

(540)

(5)

(5)

(5)

소년단생활

(432)

(4)

(4)

(4)

과외체육

(306)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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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상 고급중학교 교과목 및 수업시수
(교육위원회, 2013c: 18-19 재구성)
학기별주수/주별수업시수
과목

총시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160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148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42

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력사

81

5

현행당정책

6

비율
(총100%)

15/15

14/14

13/10

1학년

2학년

3학년

3(104)

2
2

4

1/2
18.4%

1

1

1

88

1주(20)

1주

1주

사회주의도덕과 법

81

1

1

1

7

심리와 론리

34

8

국어문학

215

9

한문

81

10

영어

43

11

력사

104

12

지리

81

13

수학

368

14

물리

331

15

화학

248

16

생물

220

17

체육

81

18

예술

81

19

정보기술

111

20

기초기술

272

21

공업(농업)기초

92

22

군사활동초보

96

1주
17.6%

5.7%

35.8%

5%

14.6%

3

2

3

1

1

1

3

3

3

1

1

2

1

1

1

5

5/4

4

5

4

3

3

4

2

3

3

2

1

1

1

1

1

1

2

1

1

2주

3주

3주
4

2.9%

주당 시간수

1주(48)

1주(48)

34

34

34

계, 학년별교수시간수

3,258

1,122

1,136

1,000

과외학습

(465)

(5)

(5)

(5)

청년동맹생활

(372)

(4)

(4)

(4)

과외체육

(24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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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변화 동향


사상교과의 재편과 <사회주의 도덕과 법>의 신규 편성
변화된 교육과정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사상교과가 추가되면서 기존 집권자에 대한 시
수가 일부 조정되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는 중학교의 모든 학년에서 항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수업을 주1회 이상 들어야 했고,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두 배
더 많은 시수를 차지했다. 즉, 의무교육기간이 마치는 지점에서 사상교과는 더욱 강조되
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에 이어 김정은에 대한 사상
교과가 추가되면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6년 동안 학생들이 주 1시간 이상 김정은
에 대한 수업을 듣도록 새롭게 개편되었다. 반면 초급중학교 1학년때는 김정일에 대한
과목이 빠지고, 3학년에 들어서는 김일성에 대한 수업이 빠지게 되었다. 김정숙에 대한
수업은 초급중 1학년때 주당 1시간, 고급중 2학년네 주당 1/2시간으로 배정되어 기존의
편성안 보다는 1/2시간 증가하였으나 모든 학교급에서 한 학년 씩은 김정숙을 다루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급중학교에서는 1학년때 김일성에 대하여 3시간을 할애하되 3학
년에서는 배우지 않고, 김정일에 대한 혁명력사를 주당 4시간을 배정하여 의무교육 종료
시점에 김정일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도록 배치하였다.
고급중학교에서 법준수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사회주의도덕의 경우는 전반적12
년제의무교육 개편 전과 후 모두 주당 1시간으로 배치되었으나, 고급중학교에서는 <사회
주의 도덕> 과목명을 <사회주의 도덕과 법>으로 변경되어 교과목이 편성되었다. 특히 교
과내용면에서 고급중학교의 <사회주의 도덕과 법>에는 초급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김일성-김정일헌법’의 주요 내용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문법의 내용을

다룰 뿐 아니라 “법준수와 위법현상과의 투쟁에서 공민적 자각과 의무를 다하도록”(교육
위원회 2013c: 44)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초급중학교에서 강조하던 예의나 공중
도덕에서 나아가 로동생활에 관한 법, 군사복무에 관란 법, 가족법 등 고급중학교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급중학교에서의 한문교육의 축소와 영어교육의 강화
2013년에 개편된 초급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문교육의 대폭적인 축소와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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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가 눈에 띄는 어문학 관련 교육과정 편성의 변화로 드러난다. 먼저 김정일 집권
당시 중학교 저학년인 1~3학년에서 주당 2시간 내지 1시간으로 편성되었던 한문 과목은
초급중학교로 분리개편된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 자체가 삭제되었다. 다만 고급중학교
에서는 한문과목의 시수는 기존의 중학교 고학년과 동일하게 매학년 주 1시간으로 유지
되었다.
반면, 영어교과는 그 시수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 주 4시간, 2, 3학
년에서 주 3시간이 할애되었던 <외국어> 과목은 교육과정 개편 이후 <영어> 교과로 바뀌
어 초급중학교의 모든 학년에서 주 4시간씩 확대 편성되었다. 이는 기존에 <한문>과목에
해당했던 어문학 관련 시수 중 일부가 <영어> 교과로 이동하여 배치되었음을 뜻한다. 이
러한 변화는 기존의 러시아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수요 중에서도 영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세계화의 시대적 요구를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에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사와 지리 교과 축소 편성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역사와 지리는 기존보다 축소 편성되었다. 우선 중학교에서 <력
사>와 <지리>로 가르치던 교과는 초급중학교에서는 <조선력사>와 <조선지리>로, 고급중
학교에서는 <력사>와 <지리>로 세분화되어 저학년에서는 북한의 민족역사와 지형, 지리
적 특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고학년에서는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의 역사와 지리를
포함하여 보다 거시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수는 개정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조선지리>가 매학년 주 2시간에서 1시간으
로 축소되었고, 고급중학교에서 <지리>는 기존 1, 2학년 주 2시간에 해당되던 시수가
1~3학년 전체적으로 주 1시간으로 축소되었다. 고급중학교의 <력사> 과목 역시 1,2학년

의 경우 주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역사와 지리 교
과의 축소는 새롭게 추가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이나 <정보기술>, <기초
기술> 등의 시수 추가와 더불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수학 교과의 시수 축소와 초급중학교 과학 통합교과화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소학교에서 드러난 특징과 유사하게 수학교과의 시수가 축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초급중학교 과학은 통합교과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수학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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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정 이전에 비하여 초급중학교 및 고급중학교 전 학년당 주당 1시간 내지 2시간이
줄어들었다. 특히 기존 중학교 1, 2학년에서는 주당 7시간씩 배정되었던 수학 교과는 초
급중학교 1학년에서는 주 6시간, 2학년에서는 주 5시간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그러나 여
전히 수학 교과는 단일 과목으로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수를 차지
하고 있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자연과학계의 기초 과목으로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김정일선집 제8권: 109;
교육위원회, 2013b: 110에서 재인용).
초급중학교의 경우, 과학 관련 교과가 <자연과학>으로 통합교과화 되어 편성되었다(김
정원·김지수·한승대, 2015b; 조정아 외, 2015). 김정일 정권에서의 중학교 저학년은 물
리, 화학, 생물을 학년별로 학습하되, 1학년에서는 과학 관련 과목을 전혀 배우지 않았
다. 1학년때는 수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되, 2학년 부터는 물리와 생물, 3학년에
들어서는 화학과목을 순차적으로 학습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자연과
학>으로 교과가 통합되어 초급중학교 1학년때부터 3학년까지 이 과목이 주 5시간 편성
되어, 중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과학관련 수업이 진행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이전에 비
하여 수업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초급중학교에서의 기초 과학 수업을 강조하
고자 하는 개정 방향을 분명히 드러낸다(조정아, 2014: 89). 그렇지만 고급중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교과의 구분이 계속 유지되었고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이 2시간 내지
1시간씩 줄어들어 전체적인 과학교과 시수는 축소되었다.

교과 통합의 특징은 과학교과 외에 예체능 관련 교과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개정
된 고급중학교에서는 <예술>과목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존 고등중학교의 <음
악>과 <미술>이 통합된 것으로, 일부 교과 내용은 초급중학교의 <음악무용>의 무용 관련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서 기존의 중학교의 고학년인 4, 5, 6학년이 <음악> 교과만을
배웠던 것에 비하여 종합적인 심미성의 함양과 문화예술감상능력 차원에서 새로이 편성
된 고급중학교의 <예술> 교과는 교과통합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 및 기초기술 과목의 강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보기술 및 기초기술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술교육의 강조는 2013년에 실시된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에서의 학습이 교실의
지식에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응용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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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조정아, 2014: 89). 우선 기존의 <콤퓨터>과목이 <정보기술>로 이름이
바뀌어 편성되었고, 기존 중학교의 고학년인 4, 5, 6학년만 주 2시간으로 편성되어있던
것이 초급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기당 2주 집중수업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이 과
목이 고급중학교에서는 1학년 주당 2시간, 2, 3학년 주당 1시간 배정되었는데, 이는
2013 교육과정 개정이 “지식경제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교육내용은 컴퓨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처리 소프트웨어의
활용방법, 동영상 및 음악편집, 알고리듬적 사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를
“구입하여 리용하는 질서와 법”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대한 강조도 다루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제도> 또는 <실습>으로 편성되어 있던 내용이 <기초기
술>, <공업(농업)기초>로 변경되어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교육과정에 신설되었다. 먼
저 <기초기술>의 경우 초급중학교에서는 주당 1시간으로 배정되었는데, 이에는 개정 당
시 “사회 및 경제발전에서 기술이 노는(하는) 역할”(교육위원회, 2013b: 191)이 날마다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
게 될 것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목의 초급중학교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전기기구나 바느질 도구의 활용, 요리, 목공, 수
리기술, 제도 능력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고급중학교에서는 <기초기술>이 1학년은 2주,
2, 3학년은 3주의 집중 수업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실습을 고려한 조치로 추측

된다.
고급중학교 3학년에서는 새롭게 공업(농업)기초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서 추가되어 있
다. 이는 주당 4시간을 차지하는데,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제환경에
따라 공업 또는 농업을 선택하여 해당 영역의 초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편성
되었다. 동시에 운전수를 양성하는 학교들에서는 공업이나 농업 외에, <자동차(뜨락또
르)>를 가르칠 수 있게 하였다. 이 교과의 경우 특히 지식과 기능의 비중을 2:8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이후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
록 준비시키는 직업교육적인 성격을 띤다.

기초 군사 활동의 교과목화
김정은 집권 이후 고급중학교에서 새롭게 추가된 교과는 <군사 활동 초보>가 있다. 이
는 2학년에서 ‘붉은청년근위대’훈련으로, 3학년에서는 야영활동으로 1주일 동안 집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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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교수요강상 기술되어있지 않지만, 의
무교육의 범주 안에 군사무기의 사용법이나 원리, ‘야전생존능력’ 등의 군사지식 및 능력
을 배양시키는 것을 포함시킨다는 면에서 김정은 정권의 집권 이후 교육과 국가 안보의
연결성이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중학교 학기구분 및 학업 진행
12년제 의무 교육강령에서 중등학교의 학기 구분은 소학교의 학기구분과 유사하게 두

학기로 나뉘어 운영된다. 1학기는 4월부터 9월까지이며, 1학기 중에 가장 무더운 7월과
8월 사이에 여름 방학이 22일간 실시된다. 2학기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소학교

보다 1개월여 빠른 12월과 1월에 약 한달여 간의 겨울방학이 실시된다. 소학교와 마찬가
지로 일반적으로 개교일은 4월 1일로, 일요일인 경우에는 2일을 새 학년의 시작일로 한
다. 학업일수의 경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1, 2학년은 310일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고급중학교 3학년은 279일로 마지막의 3월 한 달은 수업이 없는데, 이는 상급학교 진학
이나 사회진출의 준비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6> 초급,고급중학교 학기 구분 및 학사 운영 일정(교육위원회, 2013b:13; 2013c:15)
1학기

구분

2학기

학년계

학업기간

방학기간

학업기간

방학기간

학업

방학

(일수)

(일수)

(일수)

(일수)

일수

일수

초급중학교

4.1~7.24(115)
8.16~9.30(46)

7.25~8.15
(22)

10.1~12.29(90)
2.1~3.31(59)

12.30~1.31
(33)

310

55

고급중학교 1,

4.1~7.24(115)

7.25~8.15

10.1~12.29(90)

12.30~1.31

2학년

8.16~9.30(46)

(22)

2.1~3.31(59)

(33)

310

55

고급중학교

4.1~7.24(115)

7.25~8.15

10.1~12.29(90)

12.30~1.31

3학년

8.16~9.30(46)

(22)

2.1~2.28(28)

(33)

279

55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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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서 및 교수방법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방법의 변화는 김정은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현실
화시켜줄 수 있는 교수방법론의 연구와 실천, 교과서의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과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는 “대학, 전문학교, 중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는 교육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한 새 교수방법
연구 및 교편물창조사업과 교재연구 및 교재토론회들이 단위별, 부문별, 지역별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교육신문, 2013.02.21.).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교수방법의 변화
를 분석하기 위해 교과서와 신문자료를 통해 교수방법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교과서 분석

교과서는 변화된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적인 방향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상으로, 본 절에서는 여러 교과 중에서도 영어와 자연과학,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세 개의 교과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화와 과학기술에 대한 김정은
의 교육개혁에 대한 특징이 잘 반영된 교과로, 교육과정 외의 문서(교육신문, 노동신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교과이기 때문이다. 2013년 교육과정 개정 이전 교과서
에 대비하여 개정 이후 교과서가 지니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적으
로 어떠한 변화가 드러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가) 영어
영어는 교육과정 개정을 기준으로 수업시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시수기준 중요도
가 높아진 과목이라 할 수 있다. 개정 이전에는 4년제 소학교의 3학년에 처음 외국어과
목으로 도입되어 주 1시간으로 가르쳐지다가 개정 이후에는 5년제 소학교의 4학년부터
주 2시간씩 배정되어 수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개정 이전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 주당 4
시간, 그 이후부터는 주당 3시간으로 배정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초급중학교에서는 1
에서 3학년까지 모두 주당 4시간씩 수업을 실시하도록 바뀌었다.
영어 교과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이전의
교과서로는 2012년에 외국문도서출판사에서 발간한 영어(English) 교과서 중에서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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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1학년 교과서를 사용하였고(안혜순 외, 2012), 개정 이후의 교과서로는 2013년에 외
국문도서출판사에서 발간한 영어 교과서 중에서 초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리명희 외, 2013).
교과서의 구성 면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는 교과서에 등장하
는 지도자 및 국가에 대한 강조 정도가 약화되었다는 변화이다. 전반적으로 개정 이전에
비해 개정 이후에는 지도자에 대한 강조나 등장의 정도가 대폭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개정 이전 교과서는 표지에서부터 김정일에 대한 감사의 강조와 함께, 머리말 뒤에 김일
성의 생가가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김정일의 필체를 본 따서 만든 백두산의
기념 공원 사진이 “where we live”라는 지역 관련 단원에 함께 제시되는 등 교과서 곳곳
에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드러난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표지 이후에 ‘존경하는 김정은
의 진실된 아들 딸이 되자’는 구호 및 삽화 외에, 교과서 단원이 시작한 이후에는 지도자
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관련 사진, 삽화가 등장하지 않는다.
국가 및 국가 상징에 대한 강조도 유사하게 개정 이후에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개정 전에는 단원 중에서도 ‘Let’s learn English for Korea’, ‘our country’와 같이
국가나 국가를 위한 영어학습을 의미하는 단원명이 존재했고, 백두산(100쪽), 백두산 호
랑이(120쪽), 백두산 천지(178쪽), 북한의 인민대학습당(191쪽), 주체탑(195쪽)과 같은 국
가 상징과 관련된 사진이 영어 설명과 함께 교과서 곳곳에 실렸다. 그러나 개정 이후 교과
서에서는 ‘Let’s learn English for Korea’단원명 외에 앞서 나열한 다양한 국가 상징에
대한 사진이나 삽화, 설명이 등장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호랑이에 대한 제시도 국가 상
징으로서가 아닌, 동물원에 있는 다양한 동물의 이름을 학습하는 내용 중 하나로 제시되
었다(104-105쪽). 단지 달(month)의 이름을 배우는 단원에서 매 달에 있는 상징적인 절
기에 대한 삽화에서 새해, 어머니 날과 함께 사회주의 7대 명절과 관련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이나 조선소년단 창립일 관련 삽화 등이 제시되어 있는 것에서 그쳤다(76쪽).
이처럼 개정 이후의 영어 교과서에서는 내용 구성상 지도자나 국가 상징에 대한 강조
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지도자와 관련된 사진 제시의 빈
도, 국가 상징과 관련된 사진 및 삽화의 빈도, 국가와 관련된 단원명의 축소에서도 드러
나는 특징이다.
두 번째는 학습의 양과 수준, 단원 구성 기준의 변화이다. 먼저 다음의 표에서 드러나
듯 개정 이후의 교과서는 개정 전 교과서에 비하여 절대적인 학습양이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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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2013 교육과정 개정 전후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목차 비교
(안혜순 외, 2012: 1-2; 리명희 외, 2013: 2)
개정 전
머리말
Part 1 ABC of English
Unit 1 Speak in English!
Unit 2 English alphabet
Unit 3 English words
Unit 4 Speak and write in English!
Part 2 Listen and Repeat
Unit 5 Meet Sandy and Sue
Unit 6 Sandy’s class
Unit 7 Kick the ball
Unit 8 Are you hungry?
Unit 9 My bag’s heavy
Unit 10 There’s a man at the door
Unit 11 Are your hands clean?
Unit 12 These shoes are nice
Unit 13 It’s a holiday!
Unit 14 There are some letters
Part 3 Think and Say in English
Unit 15 Introduction Learn English for Korea!
Theme A New friends
Unit 16 Topic: Around the world
Unit 17 Language focus: this, that, be
Unit 18 Revision: (Units 15-17)
Theme B Where we live
Unit 19 Topic: Our country
Unit 20 Language focus: Article, plurals
Unit 21 Revision: (Units 19-20)
Theme C Animal worlds
Unit 22 Topic: Animal facts
Unit 23 Language focus: be, can, can’t
Unit 24 Revision: (Units 22-23)
Theme D The circle of life
Unit 25 Topic: Natural food
Unit 26 Language focus: Present simple, there is/are
Unit 27 Revision: (Units 25-26)
Theme E North and South
Unit 28 Topic: The clothes we wear
Unit 29 Language focus: Possessive ‘s, colours
Unit 30 Revision: (Units 28-29)
Theme F In the Sun
Unit 31 Topic: What’s the time?
Unit 32 Language focus: have got, the time
Unit 33 Revision: (Units 31-32)
Classroom English
English pronunciation
Grammar summary
Vocabulary

개정 후
머리말
학습중심
Unit 1 Let’s learn English for Korea!
Unit 2 Nice to meet you
Unit 3 My new school
Unit 4 My family
A Revision of Unit 2-4
Unit 5 My friend
Unit 6 My school day
Unit 7 The clothes we wear
B Revision of Units 5-7
Unit 8 What is a plant?
Unit 9 Visit to the Zoo
Unit 10 In maths lesson
Unit 11 Computers
C Revision of Units 8-11
English pronunciation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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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교과서는 복습을 위한 단원을 포함하여 전체 3개의 파트, 6개의 주제, 3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여 개정 후 교과서에는 11개의 단원과 3개의 복습
단원으로 구성이 간소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교과서에는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
자의 쓰기 및 발음에 대한 연습에서 시작하여 소유격, 현재완료 시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을 중학교 1학년에서 주당 3시간의 시수 안에서 소화해야 했다. 반면, 개정 이후에
는 마지막 단원에서 의문문을 배우는 정도로 문법의 학습 수준이 축소되었고, 기존 교과
서의 Part1에서 다루던 알파벳 기초는 1단원에서 ‘소학교에서 배운 내용복습’이라는 주
제로 압축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초급중학교 1학년의 경우, 늘어난 주 4시간이라는 시수
에 비하여 적은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배우게 되고, 학습해야 하는 수준도 더 낮게 조정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원의 구성 방식도 바뀌었다. 개정 전 기존 교과서는 알파벳, 듣고 따라하기 및
드릴, 생각하고 말하기의 파트로 나누졌고, ‘생각하고 말하기’의 경우 주제학습, 문법학
습, 복습단원으로 나누어져 세부 단원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다음 표에서 [내용]부
분은 단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표 Ⅲ-18> 개정 전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22, 23, 24과 단원 소제목
(안혜순 외, 2012: 120-144)
Theme C: Animal Worlds
구성

내용

Topic (22과)

Your ideas
Speaking and writing
Read and write
Practice
Review
Supplementary Exercises
-1) write, 2) reading, 3) listen and repeat, 4) reading and writing, 5)
reading, 6) writing and speaking, 7) say it clearly

Language
(23과)

Look and say
Grammar (1) (2)
Classroom phrases
Review
Supplementary Exercises
- 1) look and write, 2) reading, 3) reading, writing, speaking, 4) say it
clearly, 5) listen and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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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 Animal Worlds
구성

내용
Vocabulary
Writing

Revision (24과)

Look and read
Classroom phrases
Supplementary Exercises
- 1) vocabulary, 2) speaking, 3) write, 4) classroom phrases,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주제학습, 문법, 복습 단원의 세부 구성은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단원에 따라 그 순서가 뒤바뀐다. 또한 연습문제가 매
과의 마지막에 제시되어 단어나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해당 주제(theme)에 해당하는 3개 단원 안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단원이 크다보니 그 외에도 여러 연관된 단어 리스트가 교차해서 등장한다.
개정 후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유사한 동물 관련 단원인 9과의 세부 내용 구성은 다음
과 같다.

<표 Ⅲ-19> 개정 후 초급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9단원 소제목(리명희 외, 2013: 104-115)
Unit 9. Visit to the Zoo
Listen and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Language in use (문법)

개정된 영어교과서는 통합적인 구성을 통해 내용이 간략해지고 학습량이 줄어들었다.
모든 단원 안에서 반복적으로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언어활용의 기능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학습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세 개의 과에 걸쳐 하나의 주제와 언어기능들이
다루어졌던 이전에 비해, 개정 이후의 교과서는 한 단원 안에서 하나의 주제가 다루어지
고 그 안에서 순차적으로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문법이 제시된다. 이러한 특징은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면에서 분과형으로 구성되었던 내용이 통합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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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의미한다(정채관·조정아, 2017). 따라서 학습내용의 양이 간소화되었을 뿐 아
니라, 내용의 구성 방법 또한 간략해졌다.
세 번째는 수학 및 기술학습과 관련한 영어의 도구적 학습목적에 대한 강조이다. 개정
전의 영어 교과서는 머리말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입말체문장들과 세계상식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본문을 구성하였다고 한 반면(안혜순 외, 2012: 3), 개정 이후
교과서는 “가정과 학교생활 그리고 수학과 콤퓨터 등 다른 학과목과 련관이 있는 내용들
을 주제로”하여 영어의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리명희 외, 2013: 3).
예를 들어, 개정 전 교과서는 교우관계, 지역, 동물, 음식, 의복, 시간 등을 아우르는 단어
와 표현을 배우는 가운데 사물 이름으로서의 컴퓨터를 소개하고, 복습활동의 연습문제
중 하나로 사칙연산 문제를 한 번 제시한 것에 그쳤다.
반면, 개정 후 교과서는 아래 [그림 Ⅲ-3의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수학과 컴퓨터에
대한 독립적인 단원을 구성하여 수학과 영어를 도구로 학습할 수 있게 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필요한 영어 단어를 익히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In maths lesson’이라는 10단원의 내용 중 일부로, 수학에 필요한 각도, 변,

직사각형, 삼각형 등의 수학 용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더 복
잡한 도형 관련 수학 문제를 풀도록 연습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는 ‘컴퓨터’ 단원
으로, 구체적으로 컴퓨터의 세부 명칭 뿐 아니라 컴퓨터 전원을 연결하다(plug in), 컴퓨
터를 켜다(switch on)와 같은 표현을 학습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후에도 ‘저장하다’,
‘파일이름을 입력하다’, ‘컴퓨터로 폴더에 정보를 저장하다’, ‘그림을 그리다’와 같이 컴퓨

터의 기능을 영어로 설명할 뿐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생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으며, 영어로 이메일 쓰기 활동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영어기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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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수학 관련 (p.120)

컴퓨터 관련 (p.126)

Unit 10: In maths lesson

Unit 11 Computers

[그림 Ⅲ-3] 초급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수학 및 컴퓨터 관련 단원 예시 (리명희 외, 2013:120, 126)

영어교과서의 단원에서 수학과 과학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의 교육강령에서 과학기술에 대해 강조하는 것과 세계추세 파악의 필요성에 대
해 강조하는 것을 잘 드러낸다. 초급중학교 및 고급중학교 영어 교육강령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데서 세계선진기술을 널
리 받아들이고 국제적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교육위원회, 2013b: 74, 2013c: 85)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된 영어 교과서는 수학과 컴퓨터와 같은 자연과학 및
기술분야의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도구적 교과로서 영어의 학습 목적을 반영하여 수
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수업시간에 학생의 참여 및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별 활동과 흥
미를 강조한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개정된 영어 교과서는 몇몇 단원과 복습단원의 시작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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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Work in groups. 조를 무어 해보시오.’(92)와 같은 조별 토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확산시키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배경지식이나
사전 학습 내용을 환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 단원의 학습에 앞서 인지적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열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Your
ideas’(145)가 있었다. 이는 제시된 단어나 그림에 대해 설명하거나, 삽화의 내용을 관찰

하여 대답하는 등의 활동이다. 그러나 개정된 교과서의 시작활동에는 ‘식물이란 무엇인
가’, ‘콤퓨터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있습니까?’, ‘콤퓨터가 어떤 일을 합니까?’와 같이 해당
질문에 대해 조를 지어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확산적 질문이 제시되고 있다. 복습단
원의 경우에는 ‘무엇을 배웠는가?’, ‘제일 쉬운 것은 무엇이고 힘든 것은 무엇이였는가?’,
‘무엇을 잘 모르겠는가?’, ‘앞으로 학습을 어떻게 해나가겠는가?’와 같이 조별로 모여 학

습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 단원의 마지막에는 ‘Fun time 재미나는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심리적으
로 학습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배치하였다. 개정
이전 교과서에서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퍼즐 풀기나 그림 맞추기 등 개별 학생이 연습
문제와 달리 퀴즈 형식으로 학습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교과서의 ‘재미나는 시간’에 있는 활동은 여러 학생이 함께 몸을 움직여 할 수 있는
게임형태의 활동이나 조 별로 경쟁을 하여 점수를 올리는 퀴즈 형태의 활동, 여러 학생이
문장이어가기나 의문문 이어가기를 할 수 있는 활동 등 재미를 느끼면서도 서로 협동하
여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짝을 지어 묻고 답하는
활동이나, 동무들에 대하여 영어로 표현하는 활동 등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활
동들이 모든 단원의 곳곳에서 배치되어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특징들 외에도 개정 교과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교과서와 크게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인쇄 면에서는 올컬러 인쇄에서 2도 인쇄로 바뀌었고, 지시어의
경우 조선어 설명 및 지시어가 많아졌으며, 교과서 앞쪽에 각 단원의 학습 주제와 발음,
문법 등의 학습내용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체적으
로 지도자 및 국가에 대한 강조 정도의 축소, 학습 내용 및 수준의 간소화, 수학 및 기술
관련 영어의 도구적 학습목적의 강조, 수업 시간에서 학생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조별
활동과 흥미를 고려한 내용 구성의 변화가 영어교과서의 주요 질적 변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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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과학
초급중학교 자연과학 과목은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소학교의 경우 개정 전후 모두 자연 과목으로 주 2시간의 시수를 유지
한 것이 유사하고, 고급중학교의 경우 기존의 고등중학교에서 배우던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이 유지되어 3년간 학습하게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초급중학교는 기존에 2학년과 3학년에서 물리, 화학, 생물을 배우던 것이 ‘자연과학’으로
통합되는 변화를 보인다. 통합과 함께 기존 고등중학교 1학년에서는 배정되지 않았던 과
학시수가 초급중학교 1학년에서는 5시간 배정되어, 중학교 도입단계에서부터 종결학년
인 고급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과학과목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다.
과학 교과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이전의
교과서로는 교육도서출판사에서 2010년에 발간한 중학교 2학년 물리(김창화 외, 2010),
2011년에 발간한 중학교 3학년 생물(로명숙 외, 2011), 2010년에 발간한 중학교 3학년

화학 교과서(박정수 외, 2010)를 사용하였다. 개정 이후의 교과서로는 2013년에 교육도
서출판사에서 발간한 초급중학교 1학년 자연과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리성화
외, 2013). 분석 자료를 이같이 선택한 이유로는 먼저 초급중학교 교재 중, 1학년 교재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가 학제개편 전에
는 중학교 2, 3학년에서 물리, 화학, 생물의 세 개 과목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개정 이전의 소학교 자연 교과서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정 전 ‘자연’과목의
비교분석도 어려운 점도 분석 대상 선택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교과서의 구성 면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탐구학습, 발견학습
을 강조한다. 자연과학 교과서는 서두에서 자연과학 과목의 학습이 “과학자들이 과학탐
구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됨을 강조한다(리성화 외, 2013: 1). 이에 대하
여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그 탐구 내용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일상생활과정에 보고 체험한 사실들과 학습과정에 더 알고싶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왜
그럴가?>라는 탐구문제점을 설정하고 자기가 알고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아마 그런 것 같
애.>, <그렇게 되지 않을가?>라는 예상답을 찾는다. 다음에는 자기가 찾은 예상답이 옳은가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관찰, 조사, 실험 등과 같은 탐구활동을 진행하여 예상답의 정확
성을 알아내며 그로부터 과학적인 결론을 얻어낸다. 이와 함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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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구도 만들어보면서 자기의 느낌을 글로 적는 과학글쓰기활동도 하게 된다. 이 과정에 학생들
은 과학탐구능력과 태도, 실천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리성화 외, 2013: 1).

위의 내용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에 대해 학문적 궁금증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 계획의 설정, 가설의 검증, 실험, 결과 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탐구활동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진행하는 과
정과 유사한 활동을 하면서 과학이라는 분야의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고, 과학자로서의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접근이다(Bruner, 1977, 2009:
32).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이미 정련된 지식을 학습할 대상으로 받기 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조직하고 탐구하면서 발견해나간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며, 이는 새롭게 만들어
진 자연과학 교과의 머리말이 제시하는 과학학습의 기본 접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내에서도 위와 같은 접근방법은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물과 관련된 자연과
학 2단원의 경우, ‘우리 주변의 물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가?’와 같은 질문으로 소단원을
시작하여 다양한 탐구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주변의 흙탕물에 대한 관찰을 하고,
관찰 결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이후에는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학생들이 만
들어보고 실험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시
킨 예를 찾아보는 식으로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아래 그림 참조). 반면, 개
정 전 고등중학교 3학년의 화학에서 다루는 4장 ‘물과 용액’단원은 자연계의 물을 제시
한 이후, 이 물의 색, 냄새, 맛, 온도적 성질을 설명한 후 관련된 화학실험 및 화학식을
제시하고 있다(박정수 외, 2010: 118-120). 이러한 제시 방식에는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배제되어
있다. 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암기하며, 관련 화학실험
이나 화학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에 교과서 구성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 전후의
특징 변화는 새로운 자연과학 교과를 통해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
지고 과학의 원리를 발견해나가며 과학자적 태도를 습득해나가기를 기대하는 개정교육
과정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정아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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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초급중학교 1학년 자연과학 2-3단원 활동 예시 (리성화 외, 2013: 101, 106-107)

두 번째 특징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통합교과적 교육내용 구성이다. 먼저 다
음은 새로운 자연과학 교과의 단원 구성이다.

1. 우리 주위의 땅과 생물
2. 물과 우리 생활
3. 공기와 생물
4. 빛과 우리 생활
5. 운동과 우리 생활

새로 편성된 자연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의 세 교과가 합쳐진 과목이지만 위의 단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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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살펴보면 단순한 과목의 물리적 통합이기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기초로 통합
적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학생이 살아가는 땅과 매일 접하는 물과 공기,
빛, 운동에 대하여 면밀한 관찰로 시작되는 각 단원은 자연과학의 내용이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이러한 생활에 대한 관심과 원리의 탐구를 통해 과학의
세부 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자연과학 교과서의 통합교과적 특징은 각 단원 안에서의 활동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물에 대한 단원에서는 자연 속의 물, 인간과 동식물을 구성하는 물에 대한
관찰과 제시를 통해 생물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물의 질량과 세계에서의 물 보유지
역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및 물리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며, 물의 질량과 관련한 수증기와
온도의 제시에서는 화학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한 단원 안에서 교과통합적인 접
근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연결은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시작하여 연결되는 관
찰과 실험, 학습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교과에 대해 통합적인 학습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세 번째는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 구성이다(조정아 외, 2015).
이는 개정된 영어교과서와 유사한 특징인데, 자연과학 교과서는 수업시간에 학생들 사이
의 상호작용이나 조별 활동, 토론 및 실험을 통해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개정 전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개정 전 화학 교과서의 경우
실험실 안에서만 실시되는 화학 실험과 지식확인 목적의 문제풀이, 한 문단으로 제시되
어 있는 사례형 탐구 문제가 곳곳에 제시되어 있었다. 개정 전 생물 교과서의 경우, 자연
관찰과 실험실 실험, 개인과제로서의 생각하기, 지식확인 문제, 토론 문제가 일부 제시되
어 있었다. 물리과목 역시 학습내용의 요약적 제시와 실험실 실험, 문제풀이, 일화 및 추
가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 자연과학 교과서는 조별 실험의 결과
비교, 조별 토론, 학교 도서관과 집에서 실시하는 자료 활용과 관찰, 지역 고장에 나가서
실시하는 실험, 빛의 원리를 활용하여 장난감 만들기,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통해 학급
학생들의 달리는 속도 재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만들고, 이야기하고, 관찰하여 적고, 만들어보는 등 과학의 원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개인 또는 조별, 학급별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학습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자연과학 교과서는 학습 내용 구성 면에서 멀티미디어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한 수업 활동의 예를 제시하고, 교과서 형식면에서는 개정 전에 비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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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와 사진,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교수학습 면에서 큰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전 교과서에서
는 지식전달 및 확인, 문제풀이를 주요 내용으로 했던 것에 반해서 개정 교과서에서는
탐구활동 중심, 통합교과적 내용 구성,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

다) 수학
수학 교과는 교육과정 개정 전후 모두 전체 교육과정에서 많은 시수를 차지하는 주요
과목이다. 특히 소학교에서는 단일 교과로는 국어 다음으로 많은 시수를 차지하는 과목
이고, 중학교에서는 그 비중이 늘어 단일 과목으로는 국어보다도 더 많은 시수를 차지한
다. 과학교과가 중학교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목이 세분화되며 고급중학교에서는 더
많은 시수를 차지하는 반면, 수학은 단일 과목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의 중학교 1-3학년
또는 초급중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수를 차지하였다. 즉, 초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주의 학습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배우는 과목이 수학인 것이다.
수학 교과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이전의
교과서로는 교육도서출판사에서 2010년에 발간한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류해동 외,
2010)를 사용하였다. 개정 이후의 교과서로는 2013년에 교육도서출판사에서 발간한 초

급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안재현 외, 2013)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교과서
는 자연수와 옹근수의 개념, 유리수와 도형의 기초, 글자식을 배운다는 점에서 유사한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교과서는 유사하게 머리말에서 자연과학의 기초로서 수학이 지니는 중요성과 강성
대국의 건설에 이러한 지식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강조된 내용으로, 수학을 통해 기르게 되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일
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교육위원회, 2013b: 110). 뿐
만 아니라 수학은 문제해결력을 기름으로써 학생들이 장차 “세계적인 발견과 발명”도 해
나갈 수 있으며(류해동 외, 2010: 3; 안재현 외, 2013: 1)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강성조선을 온 세상에 빛내일 미래의 주인”들로 자라나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안재현
외,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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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정 이후 수학교과는 전체적인 학습 내용이 늘어났고, 내용 구성에는 단원별 구
성의 변화가 있었다(정혜윤·이경화, 2016). 전체적인 단원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20> 중학교 1학년 및 초급중학교 1학년 수학 단원
(류해동 외, 2010: 1-2; 안재현 외, 2013: 2-3)
중학교 1학년 수학(2010)

초급중학교 1학년 수학(2013)

머리말

머리글

제1장 자연수
제2장 옹근수
제3장 도형

제1장 옹근수
제2장 유리수
제3장 도형의 기초

제4장 유리수
제5장 3각형
제6장 글자와 식

제4장 글자식
제5장 3각형과 4각형
제6장 비례와 거꿀비례

제7장 4각형
복습문제의 답

제7장 자료수집과 정리
상식

위 표의 단원명에서도 드러나듯, 전체적인 학습 내용의 폭은 개정 이후에 더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특히 비례와 자료수집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고등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다루던 내용으로, 주당 수업시수가 개정 전에서 개정 후에 1시간씩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하고 더 많은 주제를 압축적으로 가르치도록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어, 개정 전의 유리수
단원에서는 순환무한소수를 소단원으로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가르치고, 순순환무한소
수, 혼순환무한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에 대하여 개념 설명 및 다양한 연습문제로 학
습하도록 구성하였다. 개정 후에는 독립된 소단원이 아닌 ‘2. 분수와 소수’ 소단원 내의
활동 중 하나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순환무한소수에 대해서만 학습하되 순순환무
한소수, 혼순환무한소수의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유리수 내에서 독립적인 소단
원으로 가르치던 지수형식에 대한 학습 내용도 개정 후의 유리수 단원에서는 삭제되었
다. 이렇듯 전체적인 학습 내용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세부적인 학습의 깊이나 관련 연습
문제의 수, 제시되는 하위개념의 정도는 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압축적 지식과 문제풀이 방식의 학습내용 제시 방법을 탈피하여 실생
활과 관련이 깊은 예시와 설명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단원의 소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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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개정 전 교과서의 3각형 단원의 도입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개념의 소개와 설
명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후 교과서의 3각형과 4각형의 단원 제시는 아래 그
림과 같이 “건물이나 기중기뿐아니라 우리 주위의 어디서나 3각형과 4각형모양을 찾아
볼 수 있다”(안재현 외, 2013: 146)는 설명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접하였던
주변 환경과 도형의 개념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Ⅲ-5] 중학교 1학년 수학 3각형 단원 소개 (류해동 외, 2010: 155-156)

이 외에도 개정된 수학 교과서 곳곳에는 합동과 도형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일한 물고기의 그림과 꼬리의 각도를 제시하거나, 목욕탕, 롤러스케이트장 등
의 사진을 이용한 부피와 거리 문제의 제시, 삼각형 변의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 강물을
사이에 둔 나무의 거리와 각도를 제시하는 등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사물
이나 환경에 수학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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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초급중학교 1학년 수학 3각형과 4각형 단원 소개 (안재현 외, 2013: 146-147)

세 번째 특징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탐구 활동의 강조이다. 개정 전의 수학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탐구’활동의 내용은 “10각형에서는 한 정점에서 나가는 대각선이
몇 개인가? 몇 개의 3각형으로 나누어지는가? n각형에서는?”과 같이 일반적인 사실 확인
의 주관식 문제풀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류해동 외, 2010: 157). 또한 ‘련습문제’는 일
반 응용문제의 종류라 할 수 있는 소금물의 농도,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성적으로 퍼센트
로 표현하는 문제, 군 사격훈련에서 사격 명중률 계산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교과서는 이러한 응용문제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생각하기’, ‘토론
하기’, ‘탐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
를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드러내는 예로는 토론문제에 “자전거 n대를 만드는데 바
퀴가 2n개 필요하다. n에 아무런 수를 넣어도 되는가?”(120쪽), “모든 씨수는 홀수이다.
이 말이 옳은가?”(18쪽) 등이 제시되며, 탐구활동으로는 “어느날 욕심많은 지주와 꾀동이
는 다음과같은 계약을 하였다. 꾀동이는 첫날에 일하고는 강냉이 2알, 다음날에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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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배, 그 다음날에는 또 전날의 2배, .. 이런 식으로 받겠다고 말하였다. 지주는 주산을
몇 번 튕겨보다가 음흉하게 웃으며 그렇게 하기로 계약하였다. 30일째 되는 날에 지주는
꾀동이에게 강냉이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20쪽)와 같은 것이 제시된다. 또한 생각하
기 활동으로 “모든 분수는 다 소수로 고칠 수 있다. 모든 소수도 분수로 고칠 수 있는
가?”(57쪽)와 같은 문제들이 제시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사용되는 질문 중
에는 미리 정답이 정해져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정 전 교과서에 비해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정답이 정해져있지 않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질문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개념적 문제풀이보
다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수학적 사고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들
이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수학교과서는 개정 이전에 비하여 문제의 풀이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수식에 빈칸을 두어 제시하거나, 교과서의 구성상 삽화와 사진, 아이콘과 도표 사용을
많이 늘리는 등 큰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초급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폭넓은 수
학의 개념에 더 흥미를 느끼도록 하고, 수학이 이론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탐구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수방법 일반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바뀐 세 개 교과의 교과서를 통해 교과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 교수방법상의 변화를 앞에서 일부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김정은 집권
기간에 시작된 교수방법상의 변화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교수방법 개선은,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가 바로 교수
방법을 혁신하는 것”(교육신문, 2019.01.31.)이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김정은 정권의 교
육개혁의 과제 중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강조라 할
수 있다(교육신문, 2019.01.31.). 북한에서 논의되는 현대적 교수방법은 크게 교사와 학
생들 사이의 쌍방향적 활동, 수업시간에 학생의 외적 활동과 내적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
는 것, 모방형과 창조형을 동시에 중시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교육신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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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교수방법을 교육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북한의 전통적인 교수방법인 ‘깨우쳐
주는 교수방법’을 새롭게 적용해야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교원을 대상으
로 다양한 교수관련 자격증을 수여하였는데, 새로운 교수법을 소논문으로 집필하여 등록
한 교원에게는 ‘새교수방법등록증’을, 교편물을 개발하여 제작한 교원에게는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교수활동을 잘 하는 교원은 모범교수자로 선정되
기도 한다(교육신문, 2019.01.03.). 이처럼 교수방법의 변화에 대한 강조와 이를 위한 체
계적 노력은 교과서와 교육 관련 신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에 대한 강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강조된 것은 “기초교육을 위주로 하는 깨우
쳐주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교육신문, 2013.03.14.). 본래 ‘깨우
쳐주는 교수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97년 9월 5
일)에서 강조된 것으로, 사회주의 교육에 적합하게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
주는 교수방법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깨우쳐주는 교수교양의 특징은 학생의 준비정도
와 특성에 맞는 교수법, 담화의 설명방식, 직관교육과 실물교육의 강조, 긍정적 모범을
통한 강화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김정은은 ‘새 세기 교육혁명’담화에서 이러한 깨우
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개선시키고 더 완벽하게 구현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교육신문, 2014.09.11.).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개정에 따라 교과 전체적으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강조되고 있으며 각 교과마다 다른 형태의 깨우

쳐주는 교수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이 교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교수내용
의 구성에 있어서 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실생활에 밀접하
게 연관되어있는 자료의 결합, 놀이, 체험하기를 통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교육위원회, 2013a: 91).
새로운 교육과정과 함께 활용되거나 안내된 깨우쳐주는 교수법은 다음과 같은 예로 표
현될 수 있다.

- 내용위주의 교수안으로부터 활동위주의 교수안으로 전환
- 학생들의 사고시간을 최대로 많이 주는 방법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완전히 소화한 후 응용하도록 함: 이를 위해 학생은 논쟁, 토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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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도출함
- 탐구식 교육방법
- 문제점발견능력을 길러주는 교수방법
-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수방법
(교육신문 2013.01.31.; 교육위원회, 2013a)

이러한 교수법의 변화가 교육과정 편성 상에서 특히 눈에 띄게 반영된 교과의 예로는
소학교 자연과목의 체험학습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을 관찰하는데 집중하는 1주일의 기간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자연에 대해 생기는 궁금한 점들을 토대로 과학탐구의 기초를 다
지는 기회를 갖도록 계획되어 있다. 예를 들어, “꿀벌이 날 때는 붕붕 소리가 나는데 나
비가 날 때에는 왜 소리가 나지 않는가?”등의 질문을 통해 소학교 낮은 학년 학생들은
생활환경에 대한 탐구학습, 문제점발견능력을 길러주는 학습경험을 하도록 되어있다(교
육신문, 2019.02.07.).
앞서 교과서 분석에서도 드러나듯, 김정은 시대의 교수방법 개선은 기존의 이론중심,
지식전달 중심의 내용을 탈피하여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의 담
화가 구체적으로 지적하듯, “지식전수위주교육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던
이전의 교수방법은 새로운 시대의 개혁 대상이 되었다(교육신문, 2014.09.11.). 따라서
여러 가지 교수형태를 결합한 교수방법, 학생들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 및 활동
의 구성, 사실자료를 활용한 설명의 효과성의 신장 등이 새로운 교과서 및 교수실천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탐구식 교육방법은 과학과 수학 등 기초교과에서 화두가 되는 교수방법이다. 예
를 들어, 인민교육 자료에서는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현상에서 본질과 법칙을 탐구하여 찾아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식으로 정립해보고, 이
를 현실문제에 해결하여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켜보도록 하는 단계
를 탐구학습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김동현, 인민교육 2013-1: 50-51). 앞서 초급중
학교 자연과학 교과서의 분석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이러한 탐구활동의 강조와 확대
는 지식의 전달에서 원리의 탐구를 강조하는 김정은 시대의 교육개혁의 특징을 잘 드러
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식 교육방법이나 기초과학교육의 실험 등이 북한의 학교에서 실제
로 어느 정도 실시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교과서는 많이 변화되었지만,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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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권에서 학교를 다녔던 북한 배경 학생과의 면담 내용에서는 이러한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사의 실험을 관찰하거나 간단한 수준의 실험을 하는 등 여전히 학
생의 적극적인 탐구식 수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연구자 : 과학 실험 이런 거는 어떻게 했나요?
북한 배경 학생 B5: 과학 실험. 과학 실험은 별로 안 해요.
연구자 : 아.
북한 배경 학생 B5: 그런 관심 있는 애들도 없어요.
연구자 : 음~ 선생님도 할 생각도 안하시고?
북한 배경 학생 B5: 네. 안 해요. 그런 실험실이 있긴 한데 저희 한번 들어는 가봤는데 뭐 그냥
보기만 하고 45분 동안 그냥 보기만 하고 나왔어요.
연구자 : 실제로 뭐 물에 뭐 섞어가지고 전기를 해보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5: 네. 한 번도 없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5 면담)

연구자 : 과학같은거는 과학실험 같은건 하나요?
북한 배경 학생 B4: 실험기가 있어요 실험기기.. 뭐 현미경이나 그런것들 다 있는데. 그거가지고
실험하자면 모든게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책으로.. 교과서.. 교과서를
가지고 좀.. 해요.
연구자 : 설명을 하고?
북한 배경 학생 B4: 네
연구자 : 실험에 대해서?
북한 배경 학생 B4: 네. 그리고 내려가서 실험할 때도 있는데 좀 간단한거..
연구자 : 간단한 실험은 하고?
북한 배경 학생 B4: 네
연구자 :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북한 배경 학생 B4: 뭐.. 저희가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땐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소금물에
소금물 풀어가지고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뜬다든가..(음..) 그런 거 한 것 같아
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한 번도 그런 실험은 한 게 없는데, 그냥
현미경 했던 것 같아요...
(북한 배경 학생 B4 면담)

김정은 시대에 고급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중퇴한 북한 배경 학생 B4와 김정은 시대에
고급중학교를 다닌 북한 배경 학생 B6 모두 과학실험실은 있었지만 그곳에서 실제적으
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실험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오히려 교사들의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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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거나, 실험실에 교과서를 들고 가서 설명을 듣는 식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2017, 2018년도에 고급중학교에 다니면서도 실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북한 배경

학생 B4의 대답은 개정된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적용된 최근의 학교에서도 교과서에서
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탐구식 교수학습방식이 실제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거
나, 지역적인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깨우쳐주는 교수법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교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조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 출신 교사 A4와의 면담 내용에 의하면, 기존
의 깨우쳐주는 교수법이 구호에 그치거나 실제로는 주입식 교육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김정은 시대에는 실제로 토론이나 학생참여의 방식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출신 교사 A4 : 옛날부터 엄청. 사실은 엄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부터.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을 하고, 또 얘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샘. 그게 옛날
에는 그런 방법을 많이 안했던 거거든요. 물론 그걸 하려고 했지만. 우리 상
황에서는. 원래 그런 체계가 아니었잖아요. 막 주입식으로. 우리에게 차려진
할당량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입하는 식으로 했는데. 김정은 때
는. 진짜. 그거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는 체계라든지. 짜임새를 너무 하
니까. 어쨌든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방식을 해야겠다고 하는.
연구자 : 선생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깨우쳐주는 교수법을 한 10초, 20초 정도 요약해서. 깨우쳐주
는 교수법이 이런거다. 설명을 해준다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북한 출신 교사 A4 : 음...글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연구자 :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사들이 도와준다. 그런 건가요?
북한 출신 교사 A4 : 또. 완전한 그런 방식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방식에다 얘들이 그니까 이
문제에 대한 애들의 생각 있잖아요. 자기 생각. 기존에는 그런 거를 그냥 생
각을 말하고 뭐 하고 선생님 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얘 마음을 읽
고. 정답과 틀린 답을 떠나서.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을
해서 보니까. 얘하고 같이. 애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
고. 또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또 얘들이. 아. 기존에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더 하거든요. 그니까. 얘들을 깨우쳐준다는게. 결
국은 얘들한테. 내가 말하는 거를 얘들이 정확히 알게끔. 어떤 방식으로 내
가 풀어 나가는가.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방식을. 방식은 선생님 마다 다르
니까. 뭐 실제로. 깨우쳐주는 방법이라 한다해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북한 출신 교사 A4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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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출신 교사 A4와의 면담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김정은 시대에는 깨우쳐주는 교수
법의 중요성이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교사는 교사들
이 주로 이야기하던 기존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수업시간에
정해진 답이 아닌, 학생의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 배경 학생의 경우도 다음의 면담 내용과 같이 토론을 활성
화하는 교수방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자 : 수업할 때 토론 수업이나 아니면 발표 수업이나 이런 거를 소학교 때 한 적 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6 : 소학교 땐 없어요.
연구자 : 없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북한 배경 학생 B6 : 있어요. 있어요.
연구자 : 예를 들면 어떤 기억. 어떤 수업이 기억이 나요?
북한 배경 학생 B6 : 뭐 그림 하나를 주고 그 김일성에 대한 그런 그림을 주고 이거를 발표를 하라
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는 게. 그러면 내가 나가가지고 뭐 그림은
뭐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그림이다. 그런 것도 있고 수학문제를
풀은 것도 발표를 나가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교육을 보면 정권이
막 바뀌면서 좀 대체로 다 외국식으로 교육하는데.
연구자 : 외국식으로?
북한 배경 학생 B6 : 네.
연구자 : 그게 선생님들이 거기에..
북한 배경 학생 B6 : 네.
연구자 : 학생 입장이니까 좀 감이 좀 안 올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적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북한 배경 학생 B6 : 선생님들은 좀 더 불편해하죠.
연구자 : 불편해 했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6 : 네. 그니까 뭐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맡는 일이 좀 많아져요. 일체
이런 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옛날에
는 그냥 교과서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다 자기가 보충 그런 거를 다 만들
어야 되니까 더 시끄러워가지고.
(북한 배경 학생 B6 면담)

이 학생은 김정일 시대에 소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는 중간에 학제가 바뀌어 김
정은의 집권 기간에 고급중학교까지 다닌 경우이다. 따라서 소학교와 달리, 중학교에 들
어서는 ‘정권이 막 바뀌면서 외국식으로’ 앞에 나가서 학생들이 발표도 해야 했던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교수방식의 변화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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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더 많은 수업준비를 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의
교수학습법의 변화는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피부에 느껴지는 교육적 변화였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교수방법의 과학화에 대한 강조
북한이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와 더불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교육의 과학화이다. 교
육의 과학화는 학교시설 면에서의 최신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활용하거나 컴퓨터와 네트
워크를 활용하는 교육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교수방법의 과학화에 대해서는 현대의 교
육과학과 기술이 북한 나름의 ‘우리 식’의 교육방법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세
계화를 향한 북한 교육의 변화 노력과 결합되어 해외의 선진적인 교육기술과 현대과학을
받아들이되, 이를 북한의 교육현실에 맞게 수정되어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교육신
문, 2019.01.31.). 따라서 교원들 역시 “현대적이며 선진적인 교수수단을 능숙히 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컴퓨터나 멀티미디어기기 등 다매체(멀티미디어)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권고 받는다(교육신문, 2019.01.17.).
이러한 교수방법 과학화에 대한 변화는 먼저 컴퓨터를 활용한 교실의 교수방법 촉진에
서 드러난다. 물리교육에 있어서 컴퓨터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한
예인데, 실험 내용을 교사가 말로 설명만 하거나, 정적인 사물로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인식속도도 느리며 그에 대한 생동한 표상도 가지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경우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강조할
내용들을 더 두드러지게 가공하여 편집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표상을 세우기 힘들어
하는 내용들은 모형화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김동현, 인민교육 2013-1:
50-51).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직접 풀어보거나, 모의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독

려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수정보화의 확대이다. 특히 과학과 관련된 과목에서 두드러지는 이러한
확대 경향은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노력과 함께 시도되는 교수방법적인 변화이다. 교수
정보화를 적용한 교수방법의 예로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동화상다매체 자료
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분자운동이
나 식물이 싹을 틔우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등의 동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컴
퓨터에 다운받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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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수단’의 활용방법이다. 앞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실 교수방법의 변화가 이미 개

발된 프로그램의 수업 활용을 의미한 것이었다면, 정보기술수단의 활용은 학생들이 직접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며 정리하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김동
현, 인민교육 2013-1: 50-51). 이런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은 ‘교수
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는 사업’을 강조하며 교원들이 다매체와 컴퓨터망을 기초로 하는
교수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권명희, 인민교육 2017-5: 45). 이처럼 컴퓨터망(네
트워크),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문자, 음성, 사진, 동화상을 활용한 교수활동을 계획하
고 실천하는 것은 교수활동의 정보화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방법의 과학화와 현대화가 실제 교실 수업 장면에서 그 구호의 무
게만큼 적용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에 참여한 북한
배경 학생 B7의 경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나뉘어진 교육과정 개정 이후, 2013
년에서 2015년 사이에 고급중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의 면담은 이를 잘 드러낸다.

연구자 : 저희가 신문들을 봤더니. 북한 교육신문, 노동신문 이런 걸 봤더니, 이때쯤, 13년도부터
세계화, 그 다음에 과학화, 현대화, 전인민의 과학인재화, 이런 것들이 많이. 구호들이 많
이 나오더라구요. 그런게 정말 학생들에게 느껴지는 정도였나요?
북한 배경 학생 B7: 일단 느껴진다면. 컴퓨터가 앞에 있다는. 참. 그게 있었어요. 근데 실지로는
대체로 보면은 뭐. 뭐. 옛날에는 학교에 컴퓨터가 없었는데. 수업을 참가한다
면.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그런게 있었고. 이제 만진다고 해서. 그..수업을
뭐. 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략) 그저 이렇게 교과서 과제를 컴퓨터실에
와서, 컴퓨터 앞에 있지만은. 수업 중에 컴퓨터를 진짜 다루는 시간은 10분,
10분도 진짜. 안줘요..그렇게 하고. 맨날...앉아서 글쓰기 하시거든요. 뭐 계속
불러주세요...근데. 사실은. 얘들이. 뭐. 일단은 컴퓨터가 있으니. 컴퓨터 그래
도 게임도 하고 싶고, 컴퓨터에 대해서 대충이나 뭐 아는 게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뭐 이렇게 글 이렇게 불러주세요. 진짜 지겹게. 뭐, 신문에는
현대화 되었다고 어쨌다고. 일단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현대화가 된 거는 맞
지 많은. 그걸 활용을 안시켜줘요. 절대로...진짜. 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컴퓨터를. 수업시간에 많이 들어가서. 컴퓨터를 많이 만지고 그러는데. 컴퓨터
사용했던 시간이. 6학년 졸업하는 시간에 몇 시간 밖에 안 되었던 거 같아요.
(북한 배경 학생 B7 면담)

위의 면담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컴퓨터 교실에 가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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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한 수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배경 학생 B7이
다닌 고급중학교의 경우 컴퓨터교실이 서너개 있었고, 각 교실마다 50대 정도의 컴퓨터
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컴퓨터교실에서 일반 교과서를 펴고, 선생님이 불러주
는 내용을 받아 적거나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를 푸는 등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 배경 학생 B7은 이렇게 교과서 위주로 수업이 운영된 이유
가 교사들도 실제로 컴퓨터를 가르칠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어진 다음의 면담 내용을 보면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외에, 텔레비전을 활용한 수업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연구자 : 그러면 혹시 고급중학교 가면서 텔레비전은 혹시 교실에 있었나요?
북한 배경 학생 B7 : 네 네 있었어요.
연구자 : 이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혹시?
북한 배경 학생 B7 :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없었는데, 2학년 부터는 네. 현대화를 해가지고. 학급
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연구자 : 그럼 텔레비전을 수업시간에 활용을 했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7 : 아니요. 못하죠.
연구자 : 그냥 달아만 놓고.
북한 배경 학생 B7 : 그냥. 그저 이렇게 걸려만 있고..(웃음) 네..어떤 때, 특별하게 무슨 우리 학교
에서 댄스 같은 거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체조나 그런 걸 배울 때 선생님
이 그런 그 (영상을) 얻어오세요. 그래가지고 USB 같은데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시는.
연구자 : 무용을 USB 파일에 담아서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그걸 보면서 교실에서 춤을 배웠어요?
북한 배경 학생 B7 : 네.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소풍하는
날. 그럴 때면 조금 일찍 끝나고 오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
고. 그럴 때. 조금.
(북한 배경 학생 B7 면담)

위의 북한 배경 학생 B7의 대화 내용을 보면 ‘현대화’의 영향으로 북한 배경 학생 B7
이 고급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던 2014년도에 새롭게 텔레비전이 교실에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활용한 수업이 실시되기보다는 ‘그저 걸려만 있고’ 무용을 배우기 위해서나,
영화를 보기 위해 간헐적으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교수방법의 과학화와 현
대화의 영향으로 실제적인 교실수업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를 활발히 활용하
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나 인민교육, 교육신문, 교육강령의 일부에서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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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이나 실험 등에 대한 실제 경험은 확인하기 어려
웠고, 제작이 완료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정도로 텔레비전이 수업시간에 일부 활용된 것
으로 보인다.

심리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방법
최근 북한에서는 교과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심리발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의 중
요성과, 이에 따라 교수내용을 배치하는 것의 효과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민교육에서는
과거 교원이 학생에게 지식과 기능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키워주는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
되는 반면, 학생은 “피동적인 위치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는 대상으로 여겨왔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며(장성옥, 인민교육 2016-3: 95-96) 학생들의 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
수학습방법을 구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를 ‘주체의 교수심리리
론’이라고 하며, 학생이 학습과 인식의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체득하
고 기능을 배우게 된다는 이 이론을 기반으로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독려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에 대한 관심은 교실에서의 교수
활동이 곧 학생들이 갖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는
조직과정으로서 교원이 학생들의 사고와 사상을 ‘조종’하는 심리조직을 해야”함을 강조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장성옥, 인민교육 2016-3: 95-96).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예는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의 다양한
수업 사례나 학교 운영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우수학교에 해당하는 ‘붉은기’
쟁취학교의 경우 부교장이 학생지도를 위해 아동심리학 학습과제를 전 교원에게 나누어
주고 교원교육을 실시하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운영 및 교수설계를 하도록 독려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김영식, 인민교육 2015-4: 47). 이 사례에서는 자리배치, 조별활
동, 학생들의 경쟁 심리를 이용한 협력활동 활용 사례, 친구의 시험지를 채점하도록 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이를 다시 학습동기로 활용하는 사례, 성취 스티커 붙이는 도표
를 활용한 학급 내 경쟁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해 학습동기를 고취한 사례 등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적능력의 계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학급운영 사례들은 학
생들의 학습성취 차이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학습 동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경쟁과 우수
한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에 대한 학생의 ‘강한 요구와 지향’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
다(전명학, 인민교육 2016-1: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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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의 개별화에 대한 필요 의식과 관련 실
천 사례도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초급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식적 개인차에 대해
교원이 파악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면서 학생의 성격과 취미, 습관에 대해 더 앎으로써
학생에 대한 개별화 된 지도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한 사례가 있다(전명학, 인민교육
2016-1: 55-56).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집중력과 주의력에 대하

여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학
습을 위해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전명학, 인민
교육 2016-1: 55-56).
이 외에도 북한은 ‘성미교육’이라는 용어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심리학적 고려가 효과적인 수업 진행이나 학생의 학습 성취도의 향상
뿐 아니라 학생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이다. 따라서 성급한 성격, 느린 성격, 개방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 등 다양한 학생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일깨워주고, ‘성미의 부족점을 극복할
수 있게 실천활동을 잘 조직하여’ 환경을 조직하는 것 역시 교원의 역할로 보고 있다(최
진혁, 인민교육 2017-6: 50-51).

라. 김정일 시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특성
본 장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단행된 북한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개혁의 배경과 초·중등 교육과
정 문서에 드러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방향과 소학교 및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교육강령의 내용 및 교과 편제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교육강령상의 변화
가 실제 교육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 자연과학, 수학 교과서
를 분석하고 그 외에 교수활동을 엿볼 수 있는 신문자료 및 면담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의 초중등교육에서는 전체적인 교육
체제에서부터 교육 내용, 교육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정은 시대의 교육과정상 변화의 특징은 첫째로 세계화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한 적
극적인 적용으로 볼 수 있다(김진숙 외, 2015; 김정원 외, 2015a; 조정아 외, 2015).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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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제의 변화 측면에서는 학제개편을 통해 소학교를 5년으로 늘리고,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분리하여 12년제로 초중등 교육연한을 정립함으로써 학교 체제를 보다 국
제적 표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문서의 곳곳에서
는 물론 교과서와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교육이 세계 속에서 북한을 사회주의 강성대
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어 능력이나 국제 문제에 대한 이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및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외
국어 교과를 영어 교과로 단일화한 것이나, 영어 교과 시수의 증가, 고급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에서의 세계 관련 학습내용의 추가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두 번째 특징은 교육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다. 이는 정보기술(기존의 콤퓨
터) 과목의 시수 확대나 교수학습에서의 멀티미디어 사용 독려, 컴퓨터실 및 텔레비전
설치 등 정보기술 관련 교육과정상 편제의 변화, 교육방법상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문서나 김정은의 신년사 등의 교
육개혁 방향에 대한 문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정보기술교육’, ‘기초기술교육’,
‘자연과학일반지식’의 강조는 북한이 세계화와 함께 과학화와 현대화에 쏟고 있는 관심

을 보여준다. 또한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 단순히 컴퓨터나 네트워크, 텔레비전을 활용
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의 실시 등 교육심리학적 원리
를 적용한 점이나, 교과서 제시 방식에서 삽화, 사진, 이미지, 학생활동 구성 방식 등에서
도 이러한 현대화를 고려한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탐구, 사고과정을 촉진하는 교수학습 방법상
의 변화이다. 특히 초급중학교 1학년의 영어와 자연과학, 수학 교과서의 개편 내용과 교
육과정 개정 이후의 여러 교수학습 사례들은 학습에 있어서 학생의 역할 변화를 강조하
고 있다. 기존에는 교육강령과 교과서, 교사에 의해 준비된 교육내용을 주입식으로, 일방
적으로 습득하는 존재로 학생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강의전달식 교수학습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새로운 교육과정 개혁은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더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재개념화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구성에서도 학생
의 확산적 사고를 촉발시키는 질문이나, 학생들이 함께 조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하도
록 하는 과제나, 또는 원리를 고민하여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과제들이 상당
히 증가하였다. 또한 교원들에게는 기존에 강조되었던 깨우쳐주는 교수법을 새로운 시대
에 맞게 변화시켜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업시간에 토론이나 실험, 학생들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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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함께 주고받는 대화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네 번째 특징은 교과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다. 이는 특히 과학 교과에서 두드러지는
데, 초급중학교의 경우 기존의 물리, 화학, 생물로 분리되어 있었던 과학의 하위 교과목
이 <자연과학>으로 통합되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다. 이러한 통합은 과목의 단순한 통합
이기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고, 이 주제에 따라 기존의 교과목을 통합하
여 탐구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은 최근
고급중학교에서 교과통합교육인 스템(STEM)교육을 일반화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김다현, 아리랑메아리 2019.10.29). 이는 북한이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과통
합을 더욱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과학과 이외에도 고급중학교의 <예술>과목은 기존 고등중학교의 <음악>과 <미술>을
통합하였고, 소학교의 <음악>이 <음악무용>으로 바뀌었고, 유치원에서 통합교과가 도입
되는 등 교과 통합을 통해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변화를 동시에 꾀하는 특징이 발견되
었다. 또한 <영어> 교과서의 개편 분석에서도 드러나듯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기능
에 대한 소단원 및 학생활동에 관련 학습 내용 구성도 이전에 비하여 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정채관·조정아, 2015).
마지막으로는 김정은에 대한 사상교양의 강조이다(김정원 외, 2015b; 조정아 외,
2015).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에 대한 강조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곳곳에서 드러난다. 사상교양과목에 김정은에 대한 과목이 신설된 것이나, 교과
서 머리말에 등장하는 김정은에 대한 언급, 김정은과 관련된 구호와 함께 제시되는 삽화
등은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 교육과정 전반에서 소개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사상교육은 기존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묘사나 언급에 김정은이 추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과에 따라 특징
이 다를 수 있지만, 영어교과서의 분석내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오히려 학습 내용면에
서는 국가주의에 대한 강조나 국가상징, 지도자에 대한 등장 비율이 교육과정 개정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엿보인다.
위에서 정리한 북한교육의 최근 특징들은 주로 교육과정이나 신문자료, 정기간행물 등
문서화된 자료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북한 출신 교사나 북한
배경 학생 면담을 통해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이들의 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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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론 면담 참여자의 지역 편중과 경험한 학교의 특성에 따라 일반화
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만, 면담을 통해 드러난 결과는 위와 같은 교육과정 개혁에
수반된 특성들이 일부 시도되고 이를 학생과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
면, 이것이 표면적이거나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교과서나 신문에 드러난 세계
화, 과학화, 현대화,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들 가운데 일부만 경험된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
은 질적 분석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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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정책의 변화

김정은은 2019년 9월 3일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보낸 담화14)에서 “교육혁명은 본질
에 있어서 교원혁명이며 교원들은 교육혁명의 전초병들입니다. 교원들의 어깨우에 사회
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운명이 놓여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국가발전의 직접적 원
동력이 교육에 있는데 그 교육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교원에게 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조선중앙통신, 2019.09.04.). 이와 같이 교원의 역할을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이전의 정권들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장에서
는 살펴보았다.

가. 북한 교육에서 교원의 역할
과거 혁명가로서 교원의 사상성을 강조했던 것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전문가로서의 교
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시대 북한의 교육법, 보통교육법, 교원법 등에 제시
된 교원의 역할은 “교수 사업을 직접 맡아” 하는 사람,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을
직접 담당 수행”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교수교양 사업을 맡아 하는 일군” 등으로 제시되
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했던 “직업적 혁명가”라는 표현과 다소
대비된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교육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해 왔고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적인 역할을 맡은 교원의 임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교는 혁명화를 위한 본거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 인식되며
학교교육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 수행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학
교교육의 실행자로서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 담당자로서 임무를 가지며 학생들을 혁명
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교원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가 강조되었다. 교원들이 혁명화 되고 노동계
급화 되어야만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할 수 있다는 의미다.

14) 2019년 8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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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이 혁명화, 노동계급화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할 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김정일시대에도 학교 교육과 교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1984년 7월 22
일, 김정일이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시 교원의 역할
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담당자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적 혁명가이다(한만길 외, 1998: 239-240에서 재인용).

북한 교육법(1999년 제정, 2015년 개정) 제25조에서는 교육 일군을 “교수 사업을 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으로 규정하고, 제26조에서 “교원은 교수 사업을 직접 맡아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도 교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7조에서 “교육 일군은 고상한 도덕 품성과 높은 과학기술
적, 교육실무적 자질을 갖추고 교수교양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
다. 북한 보통교육법(2011년 제정, 2015년 개정) 제27조에서는 보통교육 일군으로서 교
원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직접 담당수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제정된 교원법(2015년 제정) 제2조에서 교원을 “여러 형태의 각급 학교
와 사회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수교양사업을 맡아하는 일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렇지만 김정은 시대에도 일부 문헌에서 여전히 직업적 혁명가로서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
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한다. 김정은은 2019년 9월 3일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보낸 담
화에서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혁명’의 의미는 과거
테제에서 보이듯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이 되는
것이라기보다 “교육혁명”을 통해 북한이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거듭나는데 교원의
전문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강국,인재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교원
들이 직업적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교육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교원혁명이며
교원들은 교육혁명의 전초병들입니다. 교원들의 어깨우에 사회주의교육강국,인재강국건설의 운명이
놓여있습니다(김정은, 조선중앙통신,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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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 고등교육기관 진학 전 학교교육과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은 김정은 교시를 바탕으로 교원역량 강화를 <<중등일반교육부문
교원대렬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이라는 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강조
가 아니라 교원역량 강화를 북한 사회의 핵심적인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등일반교육부문 교원대렬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은 먼저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
적역할을 하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는데 있다. <중략> 다음으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된 우리 나라 중등일반교육의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였다는데 있다. … 다음으로 교원양성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여 교원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한 사회주의교육사업의 원칙을 구현하였다는데 있다(인민교육, 2018-3: 11-12).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인재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
전시켜 국가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에 부합하며 12년제의무교육이 실행되는 가운데 필
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원양성사업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나.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1) 교원의 자질과 자질향상에 대한 강조

정치사상적 무장과 인재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교육의 목
적 달성을 위해 교원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교원의 임무로 ‘교수 사업을 잘하는 것’과 ‘과외학습과 과외 생활지도’를 제시하
고 있다. 쉽게 말하면 수업을 잘하는 것과 교과 외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원
만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생활지도를 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교원의 첫째가는 임무는 교수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교수사업은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이
다. 교원은 교수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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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밝히고 있는데 교사들의 교수안을 잘 만들도록 검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규정하였다.

학교교육행정에서는 교원들이 교수준비를 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수준비에서 기본은 교수안
을 잘 만드는것이다. 학교교육행정은 교원들이 만든 교수안을 반드시 검열하여야 하며 집체토론을 거
쳐 그것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교수사업을 할 때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강의할 때에는 반드시 방식상학15)이나 시범상학을 조직하여야 한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교원의 자질향상은 북한이 새해 첫날 발표하는 공동사설 또는 신년사에서도 지속적으
로 강조되었다(2007년 공동사설, 2009년 공동사설, 2018년 신년사).

교육부문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후대교육사업, 인재양성
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키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따라 세워야 한다
(2009년 공동사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교원의 임무와 자질을 법령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였

다. 북한 교원법(2015년 제정)에서는 교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제7조에서 “국가는
해당한 학력을 가지고 교원 자격 심의에 응시하여 합격된 대상에게 교원 자격을 주도록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교원 자격 심의의 기준으로 제9조에서 “교육정책과 해당 분야의
과학지식, 교육실무적 자질의 소유 정도와 정신도덕적 풍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에서 “교원은 교수내용에 정통하며 강의와 련습, 학과토론, 실험, 실습, 학과론문
지도 같은 여러 형태의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테제에 제시된 교원의 기본 자질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교육신문과 인민교육 등에서도 교원의 자질을 강조하고 자질향상을 독려하는

15) 교원행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행정활동 방식을 방식상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단위

에서 모범을 창출해 놓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교육행정 담당자들이나 교원들에게 정치사업 방법이나
방식 또는 선진기술의 창안이나 도입 등을 가르치고, 실무수준을 높여줌으로써 모든 단위에서 그 모범
을 본받도록 하는 방법인데, 현장의 실제상황에 대한 파악을 중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집단적인 토론
과 결의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지수, 200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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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교시와 관련 기사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속에서 혁명적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누구나 높은 실력을 가지도록 하여
야 한다. 높은 실력을 갖출 때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교육사업의
담당자는 다름아닌 우리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이다.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
당자라는 본분을 언제나 자각하고 혁명적 학습열풍속에서 자질향상에 힘을 넣어야 한다(교육신문,
2016.05.19.).

김정은은 “교원의 자질이 곧 교육의 질이고 학생들의 실력이며 나라의 전진 속도”임을
강조하면서 교원의 자질향상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9년 9월 3일 제14차 전국교원대
회에 보낸 담화를 보면 교원 자질향상이 기대와 달리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김정은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지금 교육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은 교원들의 자질이 높지 못한것과도 주요하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자질이 낮고 능력이 부족한 교원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쭉정이가 되기마련이며 학부
형들은 이런 교원들에게 자기 자식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략> 교원들은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충실한 열매가 달리게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여야 합니다(김정은, 조선중앙통신, 2019.09.04.).

당국 차원의 교원자질향상에 대한 강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북한교
육의 현실은 김정은의 평가와 유사하다. 한 북한 배경 학생의 인터뷰에 의하면 김정은시
대 이후 교실수업 모습에서 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지역, 교사, 학교 등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보편적인 북한교육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연구자: 보통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생님이 막 (말)하면 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답하고?
북한 배경 학생 B1: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 교과서를 쭉 보면서, 애들보고 보라고 하면서 칠판에
중요한 것들 막 쓰는 거예요. 그럼 따라 적는 거예요. 따라 적고 문제 풀이,
교과서에 따로 나온 문제 풀이 있는데 풀게 하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북한 배경 학생 B1 면담)

최근에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과학기술적 자질’을 ‘정치사상적 자질’과 함께 함께
강조하고 있다. 과거 1980년대까지는 교원의 과학기술적 자질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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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은 김정일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김정은시대에 와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북
한교육의 목적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교원의 자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변화가 있다.

2) 교원재교육 사업의 강조

교원재교육은 교육사업의 원활한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인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중요
하다. 교사가 시대 변화에 맞춰 교과 과목에 대한 지식을 보완하고, 정보화에 따른 현대
적인 교수학습 도구들을 활용하며, 교원수급문제로 인해 부족한 교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과목 교수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북한에서 교육조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교원재교육에 대한 북한 사회 분위기, 학교 단위 교원
재교육 노력, 원격교육을 통한 교원재교육 실시, 다과목 지식 소유와 교수 능력 강조 등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의 교원재교육사업은 해방 직후부터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중략> 비정규 교원양성기구
인 해방 직후의 단기 교원양성소, 전쟁 전후의 인민교원양성소, 1959년 이후의 7년제 의무교육기의
중등교원 단기양성소, 1966년 이후의 9년제 기술의무교육기의 중등교원 단기양성과정 등을 통해 정
규과정 출신의 교사 수에 맞먹을 정도로 많은 수의 비정규 교원을 배출하였고, 각급 국가기관의 일군
들을 단기연수를 통해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또한 통신대학과 대학의 야간학부는
교원재교육의 방법으로도 이용되었지만, 상당수의 교원을 양성하여 임용하는 역할도 하였는데, 이들
교원 역시 재교육의 중요한 대상이었다”(김지수, 2001: 36).

테제에서는 교원재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원 자질향상을 위해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식상학, 시범상학, 학
술토론회, 경험발표회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현직 교원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체제를 세우고 현직 교원들을 계
획적으로 재교육하여 그들의 수준을 언제나 현실 발전의 요구에 따라 세워야 한다. 사범강습을 정기적
으로 조직하여 교수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교수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사회주의 교육
에 관한 테제, 1977).

또한 교원의 자질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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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출신 교사의 인터뷰에 의하면 학교에 배치된 교원들은 5년에 한번씩 급수 시험을
통해 승급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교원재교육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출신 교사 A4: 저희는 급수시험을 계속 쳐야 하거든요. 그까. 대학교 첫 졸업하면 5급부터
시작해요. 5급 교원이에요. 제일 높은 게 1급이고. 뭐 특급도 있기도 한데.
거의 특급보다 1급까지 하는데. 우리는 5급으로 시작해서 5급 교원으로 배치
받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1년, 2년, 3년, 5년 만에 되거든요. 5년에 한 번씩
급수시험을 쳐서 내가 4급으로 올라가고 또 3급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급수시험을 쳐야 하는데. 이건 무조건 필수로 쳐야 하는 거예요. 맨날 5급으
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꼬.
연구자: 시험은 어려워요?
북한 출신 교사 A4: 조금, 다방면적으로. 네. 내 전공만 아니고. 약간 좀. 다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전공도 전공이지만.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급수 시험 볼 때쯤 공부해요?
북한 출신 교사 A4: 네. 공부해요. 공부해 가지고 그 시험. 그렇지 않으면. 급수 못 오르잖아요.
내가 급수시험에서 불합격되면 급수가 못 오르면 이 선생님은 그냥. 하급교원
이 되는 거잖아요. <중략> 선생님들이 공부 할때면. 대단하거든요.
(북한 출신 교사 A4 면담)

교원재교육에 대한 강조는 김정일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정일은 <<교원
들에 대한 통신교육과 재교육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교육신문, 2012.01.26.),
<<교원재교육사업도 정규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속 있게 진

행하여야 합니다.>>(교원선전수첩, 2012-2: 89)와 같이 교원 대상 재교육과 그 방법으로
원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 이후 교육 관련 신문과
잡지에서 교육재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기사를 흔하게 찾을 수 있다.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새 세기, 21세기가 지식의 량, 정보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급속히 로화갱신되는
정보산업시대이기 때문이다(교원선전수첩, 2012-2: 89-90).

김정은은 인재양성 조건으로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4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

화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교원재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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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재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현직교원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은,
교육신문, 2014.09.01.).

교원재교육사업을 통해 “교원들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김정은,
교육신문, 2018.03.01.). “현직 교원들의 수준을 높여”(김정은, 교육신문, 2014.09.01.)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 보통교육법(2015년 개정)은 교원에 대한 재교육강습을 강조하고 있다. 제32조에
서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교원을 위한 재교육체계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종별, 과목별로 단기강습을 정상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교원법
(2015년 제정) 제4조에서는 “국가는 교원들 속에서 자질향상계획을 바로세우고 자질향

상사업을 꾸준히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다”와 같이 교원의 자질향상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 단지 세계적인 교육 추세를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앞질러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자질향
상을 위한 경쟁을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해 왔다.
학교 차원에서 교원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교원재교육사업
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은 시군 단위의 교원재교육강습소가 맡고 있다. 교원
재교육강습소는 남한의 교육기관으로 빗대어보면 장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과 연수업
무를 담당하는 교육연수원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신문에서는 교
원재교육강습소의 지도교원들이 관할 지역의 교원들을 지도하여서 ‘10월8일모범교수
자’, ‘새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소유자’ 등을 만들어냈다는 기
사를 제시하고 있다(교육신문, 2017.06.01.). 이러한 사례 또한 교육신문, 인민교육 등
교육 관련 신문과 잡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교육신문에서는 교원재교육을 위한 재교육강습소의 우수사례를 수시로 소개하고 있
다. 기사에 의하면 재교육강습소에서 실시하는 교원 연수는 방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
지만 과외 시간이나 휴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장, 부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가 시기에 상관없이 조직되고 있다. 또한 연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
습의 내용은 교과별 수업 사례와 지도방법, 교육방법 토론 등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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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차원 교원역량 강화 노력

현직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재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 연수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의 분과별 협의회가 사상 교양 중심의 일방적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
는 교수학습방법과 같이 변화된 교수학습 조건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2년 교육신문에서는 교원재교육강습이 군
단위 기관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음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다소 일반적이고 원
론적인 강조에 그치고 있다.
이후 교육신문에서는 교원자질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학교 단위에서 칠판 글쓰기 경연, 이끌기 교수경연, 교재연구토론회, 교수 합평회,
교수 기량 발표회, 보여주기 수업,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 등 교사 간
교류를 통해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교원재교육강습소를 찾아가서 배우
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원재교육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교내에서 칠판 글쓰기 경연을 진행하거나 수업경연, 교재연구 토론회,
시범 수업 등을 실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보통강구역 보통강초급중학교에서 교원들의 자질 특히 교수방법적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중략> 우선 교원들의 칠판글쓰기 경연을 자주 조직하고있다. 목적은 교원들이 교수내용에
맞게 학생들의 눈에 잘 안겨오게 칠판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자는데 있다. <중략> 이끌기교
수경연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되살리기, 이끌기, 새지식주기, 다지기로 되여있는 교수단계들중에서
이끌기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새지식주기에 저절로 끌려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단계
이다(교육신문, 2018.02. 22.).
(득장고급중학교) 학교에서는 분과별로 진행되는 교육방법연구토론회와 교수경험발표회를 통하여
교원들속에서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고조되는 자질향
상열풍속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더욱 힘있게 벌어져 리영권, 리명철, 김시내동무
를 비롯한 많은 교원들이 구적으로 쟁쟁한 실력가, 교수명수들로 자라다 도적인 교수경연들에서 우수
한 성적을 쟁취하였다(교육신문, 2018.07. 19.).

학교 차원의 교원자질향상 노력 중에서 과거와 달리 눈여겨볼 수 있는 현상은 교원들.
이 자신의 전공과목뿐 아니라 다른 과목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연수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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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외국어교육과 컴퓨터교육,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분과별 연수를 통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연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원격체계를 활용한 교원재교육 실시

네트워크와 컴퓨터 관련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면서 교원재교육의 양상도 바뀌고
있다. 원격교육체계를 활용한 연수가 등장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원격교육을
통한 교원재교육 사업에 대한 소개 자료가 등장한다. 주요 내용은 교원들의 재교육에 있
어 원격 강의의 중요성과 방법을 설명하는 데 그친다. <<보통교육부문 교원들의 재교육
을 원격강의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교원선전수첩, 2012-3: 123-124)이라는 기사에서
원격 강의의 방법으로 망에 의한 실시간 원격 강의 방법, 동화상 대화 이용, 녹화 강의,
실시간 원격 강의 조종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하는데서 보통교육부문 교원들의 재교육을 국가망에 의한 원격강의로 진
행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① 망에 의한
실시간원격강의방법: 실시간원격강의는 강의에 참가하는 모든 교원들이 학교별로 국가망에 가입하여
실시간적으로 강의를 받게 되어있다. ② 동화상대화리용방법: 실시간 원격강의의 동화상대화기능은 여
러 가지 교수환경에 적용할수 있는 것으로 하여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이 기능은 질의응답, 토론,
학생들사이의 의견교환 등에 적용할 수 있다. ③ 록화강의방법: 록화강의는 교원들의 목적에 따라 임
의시각에 강의내용을 볼수 있는 것으로 하여 교육적효과성이 높다. 그러므로 록화강의편집프로그람을
리용하면 강의내용과 교수자의 영상과 음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미 진행한 강의내용을 실감있게
보여줄수 있다. ④ 실시간원격강의 조종기능 기능: ㉮ 실시간 동영상전송중지와 시작: 실시간원격강의
자는 교수와 관계없는 동영상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 그것을 제때에 정지시키거나 필요할 때 시작해
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실시간음성전송중지와 시작: 강의할 때 강사는 강의에 참가하는 교원들을
보면서 자신의 음성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기능을 리용하면실시간 음성전송을
신속히 중지하거나 시작할 수 있다(교원선전수첩, 2012-3: 123-124).

교원에 대한 원격재교육은 시대적 요구에 맞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학교 교원들
이 갖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국가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교원들에게 필요
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인민교육, 2013-1: 63).
초기에는 평양 소재 교원재교육강습소를 대상으로 원격 강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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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평양시교수강습 및 학생답사견학소에서는 동대원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 만경대구역교원재교
육강습소, 평천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 모란봉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 등 각 구역 교원재교육강습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교육을 원격강의로 하는 것을 진행하고 태양절까지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교육신문, 2012.03.22.).

2016년 이후 기사에서는 군 단위 교원재교육강습소에서 원격 교육망을 통하여 교원과

교양원에 대한 재교육과 강습을 진행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원격 교육망을 활용한
재교육이 보다 보편화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보편화하는
과정은 늘 그러하듯이 중앙에서 모범을 창출하고 지방 거점을 형성한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정은 집권 초반에는 교원재교육의 원격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모범을 만드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금천군 교원재교육강습소) 소장 손태호동무를 비롯한 군교원재교육강습소의 일군들과 지도교원들
은 원격교육망을 통하여 교원, 교양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강습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자료기지
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다(교육신문, 2016.05. 19.).

최근에는 군 단위 교원재교육강습소에서 원격체계를 활용한 교원 연수가 실시되고 있
다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얼마전 승호군교원재교육강습소에서는 군안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원격체계에 의
한 재교육, 교수강습보여주기가 진행되였다. <중략> 그들은 읍은 물론 외진 산골마을의 학교와 유치원
들에 이르기까지 군안의 모든 교원, 교양원들이 자기 교정에서 재교육, 교수강습을 받을뿐아니라 각종
전자도서, 다매체편집물, 동화상자료들도 마음껏 열람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교육신문,
2017.01.26.).

지방 학교에서도 실시 가능한 원격교육 실현을 위해 컴퓨터, 텔레비전, 전자칠판, IP
카메라 등의 환경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 강의안, 전자도서,
다매체편집물, 동영상 자료 등을 준비하였고 이를 보여주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
교원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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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부터 테제나 지도자의 교시 등을 통해 지속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법조문에 포함 하여 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함을 밝히
고 있다.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였다.
사회주의교육은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요구한다. 튼튼한 사회주의적자립경제에 기초하고있는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교육의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고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마련할수 있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1990년대 북한교육 연구에 의하면 교원들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으

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교육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빈약했다.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대우하기 위하여 교원 양복점, 교원 상점, 교원 식량 공급소들을 만들고, 교원
들에게 솜 동복, 단복, 구두, 생활 필수품 등을 공급해 주었다. 교원 식량 공급소는 1994년 11월에
설치하여 12월부터 식량을 공급하여 주었으나, 식량난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었다. 식당과 상점들
에 가면 ’교원들에게 우선 봉사하여 드립니다‘라고 씌여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그전에는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좋았고 학부모들이 교원들을 존경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교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진 상태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마비되고 식량난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도
힘든데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너무도 많고,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모든 문제들을 학교를 통해서,
그것도 학생들을 통해서 풀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을 학교의 교원들을 관료주의적으로 통제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한만길 외, 1998: 270).

교원들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당국
의 고민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
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에서 “통학 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들에 분
교와 교원, 학생들을 위한 합숙을 내오며 통학뻐스와 통학렬차, 통학배운영을 정상화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과 교육과학연구부문 연구사들이 안착되여 일할수
있도록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한다”를 명시하였다. 2019년 9월 3일 제14차 전국교
원대회에 보낸 담화에서 김정은은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기풍을 확립해야 함
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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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조국과 후대들을
위하여 교육전선을 지켜가고있는 훌륭한 우리 교원들에게 부족한것이 없이 모든것을 안겨주고싶은데
마음뿐이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전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분위기를 세우
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교원들이 교수교양사업에 전념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들에서 교원들의 교육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김정은, 조선중앙통신, 2019.09.04.).

김정은시대 북한은 교원 우대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
다. 북한 교육법(2015년 개정) 제27조에서는 “국가는 교육일군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북한 보통교육법(2015년 개정) 제34조에서도 “국가
는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도록 한다.”를 밝히고 있다. 북한 교원법 제5조
(2015년 제정)에서도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이다.”

를 밝히고 “국가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
활조건을 적극 보장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교원법 제42조에서
“교원을 우대하는 것은 교원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교육사업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조건”임을 전제하고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을 우대하고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7조 교육자살림집의 건설과 주택 배정 조항에서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은 교육자 살림집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교원들에게 살림
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제48조에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 상품공급, 급양 및 편의봉사, 의료봉사, 교통운수수단의 리용에서
교원을 우대하며 우선봉사하여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교육신문에서는 교원을 우대하고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의 모범사례를 소개
하고 있다. 교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시에서 제공하거나 난방용 석탄을 제
공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원군) 군안의 일군들속에서 교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업을 자기집일처럼 여기면
서 진정을 다하여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군안의 일군들이 명절날은 물론 일
상적으로 교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도와주는 사업을 잘하여 군적으로 수백명의 교원가정에 땔나무,
의복류와 경질그릇 등 수백점의 많은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교육신문,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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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 산골학교에 자진하여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기사가 눈에 띈다.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위해 컴퓨터, 교수
용품, 의복 등의 기념품을 제공했다는 기사가 발견되며 이들을 평양으로 초대하여 격려
했다거나 선물을 보냈다는 기사를 여러 건 발견할 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은 조국과 후대들을 위해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당 및 국가표창
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으며 뜻깊은 경양견학을 하도록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신데 이어 오늘은 또
다시 한생에 잊지 못할 뜨거운 은정을 돌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최
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교육신문, 2017.09.14.).

교원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과 후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서
부터 가족이 없는 교원의 결혼식을 직접 챙기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
나고 있다(로동신문, 2019.05.27.). 그러나 교원의 생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
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 출신 교사 A4: 지원이란 게. 특별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똑같은 상황에 뭐
교사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명절 때, 계기 때 특별히 주거든요. 명절
때는 아무래도 북한은 옥수수를 많이 먹잖아요. 가공을 해서 국수를 먹던. 명
절 때 200그람을 줘야 한다면 1키로를, 백미를 1키로 줄 때 있고, 기름을 준
다던가. 치약 칫솔을 준다던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교사들, 또 영예
군인, 또 있어요, 국가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대상들이 있어서 봉급을 무조건
주거든요.
연구자: 근데, 그게 먹고살기에는?
북한 출신 교사 A4: 네. 그건 먹고는 못살죠. 그때그때 주니까. 아 주나보다 하지. 어. 그런 시스템
이니까. 우린 주면 받고 안주면 살고 그런 상황인데 조금씩이라도 그런 게 있
거든요. 교사들하고. 영예 군인, 그다음에 전쟁 노병.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북한 출신 교사 A4 면담)

북한 출신 교사 인터뷰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특별한 계기가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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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교사, 영예 군인, 전쟁 노병 등을 대상으로 옥수수, 백미와 같은 주식이나 치약, 칫솔
과 같은 생활용품을 조금 더 배급해주는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교원양성과 임용의 중요성 강조
북한은 교원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원자질 형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에서의 교원양성과 임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우수한 중
학교 졸업생을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에 보내는 것을 장려했다면 김정은시대에는 <<중등
교육기간 수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
우선적으로 보내여 교원으로 키우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은, 교육신문, 2018.06.14.)
는 표현처럼 수재교육을 받은 최우수 학생을 우선적으로 교원으로 양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테제에서는 교원양성과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 교원양성기
관들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하여야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교원이 나올 수 있
으며 그래야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2012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에서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원들을 보충하며 교원들의 자질

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를 제시하고 있다. 소학교를 4년제
에서 5년제로 전환하면서 교원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구역), 군 단위로 거주지에 관계 없이 학과실력이 가장 우수하며 교원으
로서의 품격을 갖출수 있는 중학교졸업생(제1중학교졸업생 포함)들을 엄선하여 사범대
학, 교원대학들에 추천, 입학시키며 사범대학, 교원대학졸업생들을 교원이 부족한 학교
들에 무조건 배치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운다.”, “교원경력자, 적격자들을 찾아내여 부족
되는 교원대렬을 보충한다.”와 같이 교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보통교육법(2015년 개정)에서 교원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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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앙과 도에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내오고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을 계획적으로 양성하
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교원법(2015년 제정)에서는 교원 양성의 원칙을 제시하
고 있다. 제3조 교원의 양성원칙에서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교원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대렬을 건전한 사상
과 풍부한 지식, 높은 교육자적자질과 고상한 풍모를 지닌 인재들로 꾸리며 교원후비를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양성에서 건전한 사상, 풍부한 지
식, 교육자적 자질, 고상한 풍모 등을 기본 자질로 강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법은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양성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른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에게도 일정한 기간 사범교육을 주어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으로 양
성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급 인민위원회는 우수한 대상들로 사범대학, 교
원대학 학생모집을 먼저 하여야” 함을 제16조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북한 교원법은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육조건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18조에
서 “중앙교육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희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사, 기숙사를
잘 꾸리며 실험실습기재들과 설비 등 교육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사범대
학, 교원대학에서는 부속학교, 부속유치원을 두고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학적실습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양성과 관련한 법 조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은 북한이 교육을 중시하고 있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원양성의 의미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범대
학, 교원대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다.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인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실력있는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양성하여야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습니다. 실력은 학생
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는 교원의 근본밑천입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는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깊은 지식과 훌륭한 교육방법을 소유한 유
능한 교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우리 당의 교육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교
육사업을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을 전공과목에 정통한

158

Ⅲ. 김정은 시대 주요 교육 정책 동향

실력가로 여러 과목에 능한 박식가로 키우며 응용실천능력과 능숙한 교수교양방법을 체득한 교육인재
로 키워야 합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훌륭한 교원들을 양성하자면 이 대학들에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우수한 중학교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보내주어야 합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졸업생들은 물론 다른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들도 교원으로 배치하여 중등일
반교육부문 교원력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부문 교원대렬을 전공부문에 정통하고 린접부문
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권위자들로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교원양성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중등교육기간 수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 우선
적으로 보내여 교원으로 키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원들을 양성하는 대학들에서 사범교육의 질을 높여 졸업생들 가운데서 단 한명의 쭉정이도 나
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교육신문, 2018.06.14.).

2019년 9월 3일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보낸 김정은의 담화16)에서도 교원진영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원양성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한 학생을 교원대학, 사범대학에 입학시켜야 함
을 표명하였다.

교원진영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사업 발전의 선결조건이며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중요한 담보입
니다. 사람의 성장에서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만큼 소학교, 중학교단
계의 교육을 맡아하는 교원들을 질적으로 양성하여야 합니다. 중학교졸업생들 가운데서 공부도 잘하고
품성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원대학, 사범대학들에 추천하며 대학들에서는 전망이 있는 대상자들
을 받아들여 수준 있는 교양원, 교원으로 키워야 합니다(김정은, 조선중앙통신, 2019.09.04.)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이 섬 분교와 산골학교들에 자원하여 배치 받는 것이 모범
사례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
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대학의 수십명 대학졸업생들이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탄원하여 후대들을 위한
애국의 큰걸음을 내디디였다(로동신문, 2019.05.09.).

그러나 신문에서 이러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섬, 산골학교에 자진하
여 근무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다. 북한에서 교양원으로 근무했던 교양원 A1은 2016년
대학을 졸업하고 당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골학교에 배치를 받은 후 가졌던 불만
16) 2019년 8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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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야기한다. 또한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동료 교양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듬
해에 정책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한다.
연구자: 그럼 선생님 어디 쪽으로 가셨어요? 약간 변두리로?
교양원 A1: 혜산에서 제일 끝나는 그.
연구자: 끝나는 쪽에? 아까 방침이 뭐 잘 못 내려왔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교양원 A1: 잘못 내려온 게 아니고, 옛날에 삼지연. 삼지연 아시죠?
연구자: 네. 삼지연.
교양원 A1: 삼지연에서 교원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학교에 못 갔다. 학교에 나갔는데 시골이니까
분교에서 수업을 못했다는 그게. 이렇게.
연구자: 파견됐구나.
교양원 A1: 네.
연구자: 그죠? 사람이 없는 데부터. 급한 데부터. 먼저
교양원 A1: 그렇게 하라고. 사범대학교 졸업생들은 농촌.
연구자: 아, 그런 데부터 먼저 해라. 현실체험 3년간 끝나면 다시 배치를 하라.
교양원 A1: 아, 그게 그러면 몇 년도죠? 선생님 졸업한 해에? 몇 년도에 졸업하신 거죠?
연구자 A1: 저는 16년.

(교양원 A1 면담)

한편 김정은은 2014년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소개된 담화 <<새 세기 교육혁명
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
으로 대학의 종합대학화, 일원화를 강조하였다.
대학들을 종합대학화하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난해에 평양건축종합대학
을 돌아보면서 이 대학을 건축부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꾸리고 나
라의 건축교육을 건축종합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한 선에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부
문별 또는 지역별로 종합대학들을 내오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해당 부문과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은, 교육신문, 2014.09.01.).

부문별,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전문대학들을 종합대학으로 승격 발전시킴으로써 대학
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에서 효율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노동신문의 한 기사에 의
하면 대학의 종합대학화는 교육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협력을 증대시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로동신문, 2017.09.05.).
노동신문에 소개된 한 기사에 의하면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이 부분적으로 종합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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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초임 발령지
로 섬 분교와 산골학교에 자원하여 배치받았다는 교원들에 대한 기사에서 과거와 달리
교원대학교 사범대학이 종합대학의 단과대학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에도 평성교원대학, 평북종합대학 차광수제１사범대학, 평북종합대학 교원대학, 평북종합대학
제２사범대학, 선천교원대학, 조옥희해주교원대학, 강계제１사범대학, 원산사범대학, 리수덕원산교원
대학, 남포교원대학, 남포사범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수십명 대학졸업생들이 섬분교와 최전연지
대, 산골학교들에 탄원하여 후대들을 위한 애국의 큰걸음을 내디디였다(로동신문, 2019.05.09.).

단과대학을 종합대학에 편입하는 것은 종합대학 내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하여 교육수준을 보다 높여 우수교원을 양성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종합대학
의 첨단 시설을 교원양성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우수
한 강의를 교원대학과 사범대학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되어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다.

4

교육 조건 및 환경 개선

가. 교육조건과 환경의 의미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강성국가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
하고 있는 북한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된
다. 북한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은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조
건, 물질적 조건을 포함하여 물리적 환경과 정신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정은시대 교육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조건과
환경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조건에 대한 교원선전수첩 기사에 소개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교육조건은 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전제이다. 교육사업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인적조건과 물질적조건으로 갈라볼수 있다. 인적조건에는 교육자(교
원), 교육대상(학생)이 속하며 물질적조건에는 주로 콤퓨터나 프로젝트, 텔레비죤과 같은 교육설비들과
비품, 교과서, 참고서와 같은 물질적수단들이 속한다(교원선전수첩, 2018-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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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은 “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전제”로 물질적 조건과 인적
조건을 들고 있다. 물질적으로 학교와 기숙사, 실험 및 체육 기자재, 다기능화된 교실,
교수와 실험 실습의 정보화, 학교 주변 환경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수업을 위한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신문, 2016.07.28.). 아울러 인적
조건으로 교원과 학생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능력
과 관련하여 교과 전문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
원재교육은 교육조건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인적 조건 중 하나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내용은 교원 정책의 변화에서 다룰 것이다.
교육환경은 “넓은 범위에서 교육조건을 포괄하고”(교원선전수첩, 2018-1: 122) 있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과 정신적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은 교육조건
의 물리적 조건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

학교의 교육환경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로, 물리적환경이다. 여기에는 청사의 배치와
교실, 실험실의 배치, 도서관의 배치와 관리, 운동장의 설치와 도로의 배치, 교내록화관리와 기숙사관
리가 속한다. 둘째로, 정신적환경이다. 여기에는 학풍과 교풍 등이 포함된다(인민교육, 2017-2: 18).

교육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정신적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교육신문, 교원
선전수첩, 인민교육 등에 나타나는 환경개선에 대한 주요 소식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
한 것들이다. 김정은시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주요 관심이 물리적 환경개선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래 기사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연구실을 비롯한 5대교양
거점들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훌륭히 꾸리고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김정일애국주의교
양과 정서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과 학과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과 같은 표현을 통
해 정신적 환경을 부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지만 대체로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신적 환경개선을 위한 혁명활동연구실, 5대교양거점
을 포함하여 다기능화된 교실, 정보통신교육 지원프로그램, 실험실습실, 기능훈련실, 학
교주변의 원림화, 수림화, 과수원화 등은 모두 물리적 측면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의미한
다(인민교육, 2016-5: 11-12).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는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천리마구역 천리마고급중학교 교장의 글을 통해 김정은시대 교육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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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의 특징적 요구를 엿볼 수 있다. 위대성교양거점을 꾸리는 사업, 학교연혁실 개
선 등을 통한 교양사업, 실험실습실들과 학교체육관의 현대적 개건, 축산기지의 마련 등
은 김정일시대에도 강조되었다. 아울러 김정은시대에는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목표 달성
을 위해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의 현대화, 모든 교실의 다기능화, 교수
와 실험실습 과정의 정보화, 학교주변 환경의 교육적 전환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시
대 사상교양을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이 보다 강조된 데 반해 김정은시대에는 실제 교수
와 실험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2014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김정은이 책

임 일군들과 한 담화를 보면 김정은시대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교육조건과 환경은 인재양성을 위한 거름과 같음을 강조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수
준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교육조건과 환경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
다. 또한 평양 소재 주요 대학들과 새로 건설하는 제1중학교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각 지
역에서 이를 따라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조건과
환경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 시설, 실험 실습기재, 체육 기자재의 현대화, 교실
의 다기능화, 실험실습 전 과정의 정보화와 기숙사 시설, 나무 심기를 통한 학교 주변
환경 개선, 과외교육 교양거점들과 과외 생활기지의 환경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합니다. 인재양성을 나무를 키우는데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과 같고 교육조건과 환경은 거름과 같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나
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입니다.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을 현대화하며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고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과정을 정보화하여야 합니다. 대학과 학교들의 기숙사를 학생들의 학습
과 생활에 편리하게 꾸리고 숙식조건을 잘 보장하며 학교들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고 주변환경
을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은, 교육신문, 2014.09.01.).

김정은은 2019년 9월 3일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보낸 담화에서 교육사업을 위한 물
질적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후원단체 등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여
야 합니다. 교육부문에는 투자를 하면 한것만큼 인재가 나오게 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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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늘이며 특히 중등일반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시설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며 학생들의 기숙사도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문화위생적으로 꾸려주어야 합니다. 교육을 현대화,정보화하는데 필요한 수단들과 현
대적인 실험실습설비,실험기구들을 원만히 갖추어주고 교과서,참고서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
다. 사회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전체 인민이 학부형이 되여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김정은, 조선중앙통신, 2019.09.04.).

김정은 집권 초기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은 대학, 전문학교, 제1중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교육신문의 기사에서는 김
일성종합대학과 같은 대학, 회령농업전문학교와 같은 전문학교, 평양제1중학교와 같은
수재교육기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1중학교에서 텔레비전, CD 녹화기 등을 갖추
었다는 것이 모범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경우 교내망, 국가망 구축
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보통교육기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2014년의 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시, 도 단위 거점 학교가 평양의 모범사례를 견학하

고 와서 다시 각 지역 단위에서 모범을 창출하고 이후 개선된 교육조건과 환경의 모범을
지역 내에서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교육신문, 2014.07.24.).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유치원에서는 경상유치원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
고 힘찬 투쟁을 벌려 또다시 유치원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중략> 유치원에서는 평양에서 돌아온
즉시 복도와 교실의 천정과 벽체, 바닥개조는 물론 새로 건설할 실내물놀이장과 종합놀이실 등을 자체
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꾸릴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개건사업에 진입하였다
(교육신문, 2014.08.07.).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학의 성과에 이어서 소학교와 중학교의 성
과를 나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4년은 대학과 각 지역의 주요
소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교육
신문, 2014.11.27.).
2015년 연말 교육신문에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대한 평가를 다룬 <<뜻깊은 올해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교육신문, 2015.12.17.) 제하의 기사에
서는 지역별 거점이 되는 주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에서의 환경개선 모범사례를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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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각급 학교들의 교육조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중
략> 성천군 성천고급중학교에서는 학교청사에 색철판지붕을 새로 씌우고 지리학습터를 일신시켰으며
록화사업과 구획정리에서도 전변을 가져왔고 성천군 장림고급중학교에서는 수영장과 로라스케트장을
새맛이 나게 보수하였으며 성천초급중학교, 비류강고급중학교에서도 교육환경개선에서 혁신을 일으켰
다. <중략> 창광유치원에는 보육실, 교양실, 자연관찰실, 체육놀이실, 전자오락실, 춤실, 주방칸, 식사
실, 실내물놀이장, 리발실, 치료실 등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높은 수준에서 그쯘하게 갖추어졌다(교육신문, 2015.12.17.).

교육조건과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
지만 새로운 조건과 환경을 갖춘다는 것과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에 해당한다. 물질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활용
하여 실제 교수학습에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적 조건의 변화는 이보다 느린 것으로
보인다17).

나.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추구18)
교육조건과 환경의 측면에서 김정은시대 새로운 교육의 구호는 교육사업의 ‘현대화,
정보화’라 할 수 있다. 이는 현대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 교육에서의
보편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을
현대화하며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고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 과정을 정
보화하여야 합니다.>>(김정은, 교육신문, 2014.09.01: 1면)와 같은 김정은의 교시뿐만 아
니라 교육신문을 비롯한 관련 매체에서 ‘현대화, 정보화’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17) 관련 논의는 ‘북한 교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절을 참고.
18) 김정은 집권 초기 교육신문 기사에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과 관련한 주요 사례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
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등 대학과 보통교육부문의 수재학교, 즉 평양제1중학교, 모란봉제1중학교
와 같은 학교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 아래 기사 참조.
‘현대화, 정보화, 첨단화의 열풍속에’(교육신문, 2014.07.24.)
‘교육현대화의 본보기창조에로-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교육신문, 2014.07.03.)
‘교육의 현대화를 최첨단수준으로-고려성균관에서’(교육신문, 2014.04.10.)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전천상업전문학교에서’(교육신문, 2014.03.27.)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실현을 위하여-평양시안의 여러 종합대학들에서’(교육신문, 2014.01.16.)
‘교육의 현대화, 첨단화실현을 위하여-김책공업종합대학 응용화학공학부, 재료공학부에서’
(교육신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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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병과 교육의 현대화>> 제하의 교육신문 기사에서는 외국문물에 대한 무분별한 동

경을 수입병으로 규정하면서 교육의 현대화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수입병은 무엇이든 다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적병
이며 우리의것은 무턱대고 나쁘다고 하고 다른 나라의 제품만을 환상적으로 대하는 민족허무주의, 사
대주의의 표현이다. <중략> 교육부문 일군들은 교육의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관점, 화는 수입병에
서 오고 복은 국산화에서 온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수입병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교육신문, 2015.12.17.).

2019년 교육신문 기사에서는 평양의 한 학교에서 가상현실체험실을 마련하여 교육 활

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만경대구역 팔골소학교에서 새로 꾸린 가상현실체험실을 리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중
략> 례를 들어 자연과목에서 6대명산에 대하여 말하는 수업시간이면 학생들은 다양한 감각통로로 콤
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속에 푹 잠기게 된다. 실지로 이름난 산에 서있는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학생들은 백두산, 금강산 등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발표하고있다(교육신문, 2019.06.27).

한편 북한 배경 학생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의 현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이 본 현대화는 교과서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
로 변화된 상황에서 그것을 활용하여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TV를 활용하여 가르치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북한 배경 학생 B6: 저희가 고등학교 때 현대화라는 게 생겨가지고 교실마다 이 텔레비 다 설치하
고 컴퓨터 설치하고 해가지고.
연구자: 어떤 과목 선생님들이 주고 그걸 활용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6: 대다수 다 모든 과목이 다 바뀌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저희 과목.
연구자: 아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활용을 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6: 네. 그니까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그게 바뀌었나?
연구자: 중학교 2학년이면 2012년?
북한 배경 학생 B6: 네, 그때부터 이 현대화라고 다 바뀌기 시작했는데 모든 수업을 교과서까지
다 바뀌어가지고 옛날 교과서는 그림 하나에 글자만 많았는데 새로 나온 교과
서는 글자는 하나도 없고 몽땅 그림을 가지고 자기가 설명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가지고 그 텔레비하고 컴퓨터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연구자: 텔레비에 그러면 교과서 화면도 띄워주고 그랬어요?
북한 배경 학생 B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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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로 집약되는 김정은시대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
의 노력과 강조점을 살펴본다. 집권 초기와 달리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 특징적인 변
화라 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의 다기능화 추구, 대학입학 원격시험체계 도입, 원격교육체계
의 도입과 활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 시설의 다기능화

김정은 시대 북한은 교실, 실험실습실, 체육관 등을 현대화, 정보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기능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 시설의 다기능화는 김정은시
대 교육조건과 환경의 변화의 핵심과제이다. 교육 시설에서의 다기능화는 교실, 실험실,
체육관 등 학교시설 전반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2012년 교육신문
에서는 ‘다기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김정은이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고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과정을 정보화하여야 합니다”(김정은, 교육신문, 2014.09.01.)라고
밝힌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다기능화의 적용은 대학, 전문학교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일반 학교에서는 제1중이나 지역별 대표적인 학교에서 먼저 시행되고 점차
확산되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대학, 전문학교들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들의 모
든 교실을 다기능화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조건보
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우고 있다. … 리해국동무를 비롯한 해안제1중학교의 교원들은 지난해에 한 개
교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린 경험을 살려 올해에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할 목표를
내걸고 년초부터 이악하게 투쟁을 벌리고있다(교육신문, 2015.02.05.).

2015년 강계제1중학교가 교육 현대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는 아래의 기사 또한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교육신문, 2015.03.26.). 2015년 9월 3일자 기사에는 평양
의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중학교,
소학교 단위에서 교육시설의 다기능화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락랑구역 승리고급중학교, 대동강구역 문흥고급중학교, 서성구역 긴재초급중학교, 모란봉구역 서흥
소학교, 평천구역 봉학소학교 등 앞선 단위들의 뒤를 이어 형제산구역 형제산초급중학교, 락랑구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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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초급중학교, 동대원구역 문신소학교에서도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교육신문, 2015.09.03.).

지역에 따라 변화의 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일부 학교에서 교육
시설의 다기능화를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교육신문 기사는 지방의 분교에서 교
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했다는 기사가 모범사례로 등장하고 있는데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분교 단위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통해 일반 학교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교육환경이 뒤떨어졌던 강령군 식여고급중학교 간석지분교를
열흘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보수하여 도적인 본보기단위로 일신시킨 경험에 토대하여 그것
을 시, 군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중략> 새로 개건된 분교들에 책상, 걸상
들과 칠판, 교편물들, 체육기자재들, 음악기재들이 갱신되거나 보충되였다. 또한 태양빛전지판들과 액
정텔레비죤, 휴대용콤퓨터들, 다기능직관물투시기를 비롯한 전반적12년제교육과정안을 집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교육수단들도 그쯘히 갖추어졌다(교육신문, 2016.03.17.).

정책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의 다기능화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
다. 한 북한 배경 학생은 시골 학교와 도시학교의 편차가 있음을 말한다.
연구자: 그럼 소학교, 초급·고급중학교 다닐 때까지 컴퓨터를 학교 교실에서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한 적은 없다는 얘긴 거조?
북한 배경 학생 B4: 네,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읍 학교 내려가면 그런 컴퓨터실이 있어요.
연구자: 아..
북한 배경 학생 B4: 그런 게 돼 있고 큰 학교들은 그런 게 다 돼 있고. 시골 학교들이 그런 게
없어요.
(북한 배경 학생 B4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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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중 지방 중소도시에서 학교생활을 한 학생과 리 단위의 시골
지역에서 학교생활을 한 학생들의 반응이 대체로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 전 지역에서 교육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가) 다기능화된 교실
다기능화된 교실은 “전통적인 교실들과는 달리 앉아서 강의 또는 수업도 받을 수 있고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학생이 직접 교원을 만나러 가지
않고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험실 또는 실습실에 가지 않고도 실험 또는 실습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실”(교육신문, 2015.05.
28.)로 정의된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IP 카메라, 다기능 직관물 투시기 등 현대식 교육설

비가 갖추어진 교실 환경을 이른다.

… 같은 시각에 같은 학급 승정령학생의 집에서도 부모님 승준철, 홍은정동무들이 다기능화된 교실
꾸리기를 놓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략> 이 학부형들의 성의와 창의창발성에 의해 3학년 4반
교실은 벽체와 천정, 바닥 등이 일신되고 새 칠판이 설치되였으며 텔레비죤과 콤퓨터, IP카메라, 다기
능직관물투시기 등도 마련되여 찾아오는 사람마다 감탄하는 모범교실이 되였다(교육신문,
2018.08.02.).

교육신문의 한 기사는 다기능화된 교실의 기준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교실
에 설치된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의 수가 다르다고 보고 낮은급, 중
간급, 높은급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기능화된 교실의 필수적인 기자재로 컴퓨터, 텔
레비전, 다기능 직관물 투시기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외에 컴퓨터망 구축, 투영기, 전
자칠판, 카메라 등 기자재를 많이 갖출수록 높은급의 다기능화된 교실로 인정하고 있다.

다기능화된 교실에서의 교육수단과 환경은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들로 꾸려지게 되며 여기에 학생
들의 학습과 과외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수단들이 비치되게 된다. 다기능화된 교실은 비치되는
설비와 수단에 따라 몇 개의 급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낮은급: 미니 PC, 다기능직관물투시기, 텔레비죤
중간급: 미니 PC, 다기능직관물투시기, 텔레비죤, 콤퓨터망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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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급: 미니 PC, 다기능직관물투시기, 텔레비죤, 콤퓨터망구축, 투영기, 전자칠판, 송상카메라, 교
수교양과 실험실습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는 것이다(교육신문, 2016.06.16.).

2018년 인민교육에 소개된 다기능교실의 유형은 교실에서 사용되는 정보기술의 수준

에 따라 다매체교실, 다매체망교실, 지능적교실 등이다. 과거의 단순한 형태의 다기능교
실에 대한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자재가 갖춰진 상태에서 국부망이 설치된 교실
을 다매체망교실, 교사와 학생 간의 교수학습 과정에 지능적인 봉사와 관리가 가능한 형
태를 다기능교실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지능적인 교실로 소개하고 있다(인민교육,
2018-3: 59-60). 그러나 북한 배경 학생 인터뷰에 의하면 교육 시설의 다기능화 정도

또한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일부 북한 배경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사용이 실질적
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싶어도 교사, 교양원이 자신의
노트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 컴퓨터 한 대도 없었어요?
교양원 A1: 인터넷은 사용. 컴퓨터는 교양원 본인이, 본인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연구자: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교양원 A1: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연구자: 교원대에서는요? 학교에는?
교양원 A1: 학교에도 컴퓨터실이 따로 있는데 컴퓨터는 되게 기동이 느리고 속도가 뜨고 하니까
컴퓨터 수업하면 모두다 노트북을 들고 집에서 다 자기가 사용하는 거 들고 와서 선생
님한테 배우고 하는 방법으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가정 살림이 힘들어가지고
없으면 그냥 친한 친구 옆에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같이 하고. 학교 거 쓰기도
하는데.
연구자: 잘 안됐어요?
교양원 A1: 많이 나쁘고.

(교양원 A1 면담)

또 다른 학생은 다기능화된 교실에서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진행된 영어 수업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한다(북한 배경 학생 B6). 학생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교사들이 이러
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학교시설의 다기능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활용한 수업
의 변화 또한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면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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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기능화된 실험실습실과 체육관
다기능화된 실험실의 특징은 교수학습 자원의 신속한 공유가 가능한 환경, 교실 컴퓨
터와 국부망의 연결, 비품들과 실험실습 기재, 시약과 기구들의 합리적 제작 배치, 학생
용 컴퓨터와 PC 카메라 연결, 표본이나 제품 소개 시설 완비, 정전을 대비한 2중 전원
보장체계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기능화된 실험실을 꾸리는데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다기능화된 실험실은
우선 교수 및 학습자원을 신속정확히 공유할 수 있도록 꾸려야 한다. 콤퓨터들은 교실에 형성한 국부
망과 련결되여있어야 하며 그것은 다시 교내망을 통하여 국가망과 련결되여 교수 및 학습자원을 임의
의 시각에 공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기능화된 실험실은 다음으로 여러 과목 또는 여러 가지 형태
의 실험실습들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비품들과 실험실습기재, 시약과 기구들을 합리적으로 제작배
치하는 방향에서 꾸려야 한다. <중략> 학생용실험탁에는 콤퓨터가 구비되여있고 여기에 PC카메라를
련결하여야 하며 망과 련결되여있어야 한다. 다기능화된 실험실에는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우수한 표
본이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어놓을수 있다. 이밖에도 실험실의 벽면에는 필요한 직관
판외에 실험실의 사명에 맞는 여러 가지 표본(실험기재, 기구)들을 진렬해놓아 학생들이 부단히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놓을 수 있으며 실험실습과정에 학생들이 상할 수 있는 경우를 예견하여 1차처
치를 하는데 필요한 구급약들을 구비해놓아야 한다. 또한 실험실의 일정한 곳에 IP카메라를 설치하여
교수과정과 학생들의 학습, 과외생활과정이 수시로 교내망에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어떤 전기조
건에서도 실험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2중전원보장체계도 갖추어놓아야 한다(교육신문,
2018.02.01.).

다기능화된 실험실습실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지식을 신속,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고, 실습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시설을 갖추어 실용성을 높이며, 교무행정을 합리
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인민교육, 2018-2: 48).
실험실습실에서의 경험에 대한 북한 배경 학생의 이야기도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르
다. 기초적인 실험실습의 경험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환경으로 인해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넘어갔다는 경우도 있다. 북한 배경 학생들의 출신 지역의 특성상 북
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실험
실습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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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배경 학생 B4: 저희가 중학교땐가.. 초등학교땐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물에 소금을 풀어
가지고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뜬다든가..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한 번도 그런 실험은 한 게 없는데, 그냥 현미경 했던
것 같아요. (북한 배경 학생 B4 면담)
연구자: 과학 실험 이런 거는 어떻게 했나요?
북한 배경 학생 B6: 과학 실험. 과학 실험은 별로 안 해요.
연구자: 아!
북한 배경 학생 B6: 그런 관심 있는 애들도 없어요.
연구자: 음~ 선생님도 할 생각도 안하시고?
북한 배경 학생 B6: 네. 안 해요. 그런 실험실이 있긴 한데 저희 한번 들어는 가봤는데 뭐 그냥
보기만 하고 45분 동안 그냥 보기만 하고 나왔어요.
(북한 배경 학생 B6 면담)

이외에도 다기능화된 체육관이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체육관은 과거에도 있었지
만 다기능화된 체육관은 같은 공간에서 배구, 농구, 핸드볼 등이 가능한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진 체육관을 의미한다(교육신문, 2018.01.18.). 북한 출신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다기능화의 의미와 다기능화된 체육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 다기능화된 교실, 다기능화된 체육관, 다기능화된 실험, 실습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북한 출신 교사 A4: 다기능화 이제 같은 말은. 혹시 있긴 했어요. 근데. 거의 다 모든 학교들이
아니고. 가만 보면 우리 북한에서. 막. 이제. 김정은때. 특별하게 달라진 거.
눈에 띄게 모든 것이 달라지고. 결국. 다. 현대적. 그까. 다기능이란게. 옛날
에. 종이에다 글을 썼다면. 지금은. 기능이 있단 소리에요. 그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낡은 방법이 아니고. 모든 게. 설비다 하면 체육관에 설비다 하
면. 기존에처럼. 그런 체계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설비가 다기능
인거에요.
연구자: 그니까. 체육관인데.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북한 출신 교사 A4: 네. 사실. 저희도 체육관에서 농구, 배구 다 하긴 하는데 설비나 자재, 그런
거 자체가 기능이 떨어진 낡은 시기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칠을 해서 뭐 할
수 있는...기능..옛날에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기능을 여러 가지 사
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다
발전이 되었다는 거를 말하는..
(북한 출신 교사 A4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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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화가 강조된 것이 김정은시대 교육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이고 다기능화된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관의 예를 들자면 바닥에 칠을 하고 상하로 이동 가능한 농구대를 설치해서
배구, 농구, 핸드볼 등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다기능화된 유치원 환경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활동은 주로 교실, 실험실,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이뤄진다.
유치원 교육 활동은 소학교나 중학교의 교육 활동과 다르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육환경의
다기능화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치원의 현대화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 다기능화
된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엿볼 수 있다.

청진시 청암구역 청암유치원에서 경상유치원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유치원내외
부를 현대적미감과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일신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략> 복도
벽에 새겨놓은 악보들과 천정장식, 어린이칠판 그리고 의사놀이실, 물놀이장, 위생실 등 내부가 완전히
일신되였다. 운동장둘레에는 회전비행기, 회전그네, 말그네를 비롯한 각종 체육기재들이 구색이 맞게
훌륭히 구비되여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며 마음껏 뛰놀고 있다(교육신문, 2014.05.15.).

청암유치원(교육신문, 2014.05.15.), 창광유치원(교육신문, 2015.12.17.) 등의 사례를
통해 유치원 교육환경의 다기능화가 의미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복도와 교실의 천정과 벽체를 어린이의 동심에 맞게
새롭게 꾸미는 일과 의사 놀이실, 물놀이장, 위생실, 종합 놀이실, 자연관찰실, 전자오락
실, 춤실, 이발실, 치료실 등 교육 활동 공간과 부수적인 공간의 마련, 운동장 체육 기재
로서 회전 비행기, 회전 그네, 말 그네 등을 마련한 것 등이 소개되어 있다. 유치원별
다기능화의 모습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이 있
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 대학입학 원격시험 체계 도입

김정은시대 북한은 대학입학시험을 원격시스템을 활용하여 치를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을 갖추고 도시지역에서 시골 지역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2012년 교육신문에서는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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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만 ‘원격시험’, ‘원격시험체계’, ‘원격일체시험’ 등의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정일 사후인 2012년 교원선전수첩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에서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 요구로 제시하고 있는 “시험문제출제를 잘
하는 것”, “시험문제수를 잘 정하여 출제”, “류형별 비중을 잘 규정”과 같은 내용은 컴퓨
터 활용평가가 아닌 지면을 통한 평가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이다(교원선전수첩, 2012-2:
176). 이어지는 요구사항들도 단순한 수준의 컴퓨터 활용 시험방법에 대한 언급과 원격

자동시험체계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김정은 집권 초기는 컴퓨터와 원
격체계를 활용한 평가에 대한 도입 단계로 추론된다.
콤퓨터망과 다매체기술의 발전으로 원격교육이 광범히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실력평가를 콤퓨터로
진행하기 위한 자동시험체계의 연구와 실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격자동시험체계를 학생들의
실력을 자동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여 리용하는 것은 원격시험의 신속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
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원격자동시험체계는 한마디로 원격교육에서 원격지에 있는 학생의 실력을
콤퓨터와 망기술을 리용하여 자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체계이다(교원선전수첩, 2012-3:
168).

2015년 9월 원격시험체계를 설명하는 교육신문의 기사에서도 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는 내용은 없고 원격시험체계 도입의 장점을 소개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원격시험체
계가 실력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어 재능있는 인재를 정확히 선발할 수 있다는 점, 수준
높은 문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등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고 지역별,
학교별, 교원별 평가를 통해 교수와 학습 방향을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교육신문, 2015.09.17.).
2016년경부터 대학입학원격시험이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직접 가지 않고 도(道)도서관에서 원격시험을 통해
입학시험을 치렀다는 내용이다.
황해남도에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대학지망자들의 원격시험이
도도서관에서 진행되였다. 해주제1중학교, 해주영웅사미중학교와 시, 군에서 선발된 수백명의 학생들
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평양철도종합대학, 한덕
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등 수도의 대학은 물론 조국의 북단에 있는 라진해운
대학과 동해에 있는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 이르기까지 여기 서해남단으로부터 먼곳에 있는 수십개의
대학들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입학시험을 치는 현실이 펼쳐졌다(교육신문,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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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신문에서는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일체시험 체계
가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원격시험을 통해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
로 높이고”,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학습열의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원들의 사업실적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교
육신문, 2018.01.18.). 주목할만한 것은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표
현인데, 이는 그동안의 학교 단위 시험체계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음
을 추론해볼 수 있다.
앞선 기사들에서 시, 군 단위에서 대학입학원격시험 도입 시기가 각기 상이하게 나타
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2019년 기사에서도 여전히 원격시험 진행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모범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신문,
2019.03.07.). 모든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이 원격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 배경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이야기한다.

연구자: 졸업생들이..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이.. 그 졸업시험을 보잖아요?
북한 배경 학생 B4: 네.
연구자: 그 시험을 그냥 교실에서 종이로 시험을 봐요?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시험을 보기
도 하나요?
북한 배경 학생 B4: 이렇게 좀... 대다수가 교실에서 봐요. 그냥 앉아서..
연구자: 우리 전통적으로 하던.. 전통적으로 종이에다가 쓰고?
북한 배경 학생 B4: 네 그냥 종이에다가 써요.

(북한 배경 학생 B4 면담)

연구자: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서 졸업시험을 컴퓨터로 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북한 배경 학생 B6: 아. 그거는. 대학 가는 시험을 그렇게 봐요.
연구자: 대학 가는 시험을?
북한 배경 학생 B6: 네.
연구자: 혜산에서도?
북한 배경 학생 B6: 네. 그렇게
연구자: 대학 시험 볼 때 어디에 가서 학교에서는 컴퓨터가..
북한 배경 학생 B6: 교육부가. 교육부가 있어요.
연구자: 혜산시 교육부에 가면 컴퓨터실이 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6: 네.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체크치는 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런
점수 매기는 사람 있잖아요. 컴퓨터 그 점수 매기는 사람하고 사업하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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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잘못해도 90몇 점, 백점 이렇게 나와요.
연구자: 사업하면?
북한 배경 학생 B6: 네. 저희 학급에 왕따를 진짜로 심하게 당하던 애가 있었는데.
연구자: 왕따가 있어요. 북한에도?
북한 배경 학생 B6: 네. 있어요. 근데 걔네 아버지가 보안처.. 보안서장이에요. 혜산시 보안서장.
그래 가지고 너무 왕따를 당해서 쟤 이제는 학교를 더 옮길 데가 없겠다 했는
데 걔가 평양상업 대학을 갔어요. 장철구 상업 대학을.
연구자: 아, 네.
북한 배경 학생 B6: 그래가지고 ‘쟤가 어떻게 거기를 갔지?’ 했는데 걔네 엄마가 걔 대학 가기 한
2달 전에 평양 올라가서 사업을 하고 내려 왔더라고요.
(북한 배경 학생 B6 면담)

지역에 따라 원격시험체계 수립의 속도가 달라 필답시험을 보는 곳과 컴퓨터와 망을
활용하여 원격시험을 보는 곳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컴퓨터 및
원격망 설비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될 경우 원격시험체계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컴퓨터 활용 원격교육체계의 수립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학교시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
교육체계가 수립되고 실제 적용되고 있다. 북한의 원격교육은 1940년대 후반 성인 대상
우편교육으로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라디오와 TV를 활용한 방송교육으로 발전하였으
며, 2000년대 들어서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e-Learning을 활용한 교육으로 발
전해왔다(김지수, 2009: 200-202).
2012년 교육신문에서 원격교육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하여야 한다는 김정일 교시의 연장선에 있다. 원격
교육이 갖는 의의는 교육대상의 확대, 여러 형태의 교육 활동 조직, 교육자원의 효과적
이용 등이다.
오늘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실현에서 세계적추세의 하나는 전국가적, 지역적 혹은 보다 넓은 범위에
서의 콤퓨터망을 통한 원격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원격교육은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형태
의 교육활동을 쉽게 조직할 수 있을뿐아니라 교육자원의 리용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것으로 하여 21
세기의 새로운 교육형태로 되고있다(교육신문,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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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원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상대적으로 교육환

경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의 한 중학교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면
서 “TV, 록화기와 함께 수십대의 콤퓨터를 확보”(교육신문, 2012.01.12.) 해놓은 것을 정
보화 실현의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평양시의 일부 교원재교육강습소를
중심으로 원격 강의가 실시되었다(교육신문, 2012.03.22.).

(황해남도) 도안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최근에는
해주시와 강령, 벽성, 안악, 배천군들에서 읍학교들은 물론 농촌리학교들에 이르기까지 원격교육을 위
한 물질기술적토대가 갖추어졌다(교육신문, 2016.05.26.).

이후 물적 토대 마련을 위한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원격 교육망 체계 수립이 지속적으
로 강조되었고 일부 지역 학교들에서 교원재교육을 위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에 대한 평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북한교육에서 현대화, 정보화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된다.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에 대한 김정은의 강조와 관련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홍
보기사와 달리 2019년 5월 9일자 로동신문에 실린 본보기학교 관련 기사를 보면 2019년
현재에도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１만 ７천㎡의 드넓은 부지에 《ㄷ》자형의 ２층짜리 교사와 교원합숙, ２개의 야외학습터와 토끼사
가 건설되고 운동장이 새로 번듯하게 꾸려졌다. 수십개의 교실과 여러개의 교원실, 정보기술학습실과
외국어학습실, 자연관찰실과 교통안전교양실, 치료실과 콩우유공급실 등으로 구성된 기본교사의 건축
면적은 ２６００㎡이며 교구비품도 하나같이 그쯘하게 갖추어졌다. 매 교실에는 액정텔레비죤과 칠판,
책걸상, 교탁이 일식으로 갖추어지고 학생들이 어느때나 외모를 단정히 할수 있게 세면대야와 거울이
설치되여있는 등 교육조건과 환경이 학생들의 교수교양에 적극 이바지될수 있게 꾸려졌다(로동신문,
2019.05. 09.).

노동신문에 본보기 학교로 소개된 보산소학교의 모습에서 특징적인 것은 정보기술학
습실과 외국어학습실 등이다. 교실에서 본보기는 기존의 교실 모습에서 액정텔레비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9년에 본보기학교의 모습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을 통해 아
직 이러한 학교시설이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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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인정하는 것(교육신문, 2016.05.12.)으로 보아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목표로 확인된다.
최신의 자료는 아니지만 Unicef에서 발간된 ‘2017 DPR KOREA MICS’에는 북한 사람
들의 컴퓨터 사용 경험에 대한 통계가 아래 표와 같이 나온다. 이 표에 나오는 통계는
2017년 자료이지만 15세에서 19세까지의 학생들은 컴퓨터 사용 경험이 남자의 경우
76.8%, 여자의 경우 72.6%로 보고되고 있는데 반해 20대와 3, 40대는 연령이 올라갈수

록 컴퓨터 사용 경험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통계를 통해서 간접적으
로 확인되는 것은 북한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의 보
급이 2017년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표 Ⅲ-21> 북한주민들의 컴퓨터 사용 경험(DPR Korea MICS, 2017: 32-33)
남자

여자

연령

컴퓨터
사용 경험 있음

컴퓨터
사용 경험 있음
(최근 3개월 간)

컴퓨터
사용 경험 있음

컴퓨터
사용 경험 있음
(최근 3개월 간)

15-19

76.8

70.7

72.6

63.9

15-17

79.0

74.0

75.6

68.4

18-19

72.4

63.9

68.1

56.9

20-24

60.6

52.3

59.2

46.6

25-29

60.0

52.4

47.3

34.9

30-34

52.0

44.5

39.4

30.5

35-39

44.3

37.7

31.7

23.4

40-44

38.9

33.6

26.5

20.2

45-49

36.2

29.4

19.1

13.6

다. 학교 단위 자강력제일주의 강조
자력갱생, 자력자강, 자강력 제일주의 등의 구호는 북한 사회가 외세의 제재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것이다. 김정은 또한 자력갱생, 자력자강, 자강력 제일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교육 전반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단위에서 스스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강력제일주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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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시대와 력사가 전진하는데 따라 혁명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체험을 믿고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원리는 변할수 없습니다.>>
와 같이 ‘자력’을 강조한 김정일 교시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교육신문, 2018.03.15.)와 같이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 력사를 쥐여짜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날에 우리 당과 인민은 전대미문
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지만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습니
다.>>(교원선전수첩, 2016-2: 95).

북한 배경 학생 인터뷰에 의하면, 학생들은 꼬마계획의 일환으로 토끼 가죽, 상파지,
옷, 꽃씨, 잔디씨 등을 학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돈을 주
고 해당 물건을 구입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마련하여 내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 토끼 기르기 할 때 어떤 학생들은 토끼 가죽을 사다가 학교에 뭐 바쳤다. 그런 거는 일
년에 몇 번이나 돼요?
북한 배경 학생 B6: 꼬마계획이라고 한..
연구자: 꼬마계획?
북한 배경 학생 B6: 한 4번정도 했어요.
연구자: 중학교 때도 해요?
북한 배경 학생 B6: 있죠. 그니까 토끼 가죽뿐만 아니라 이런 상파지.
연구자: 상파지?
북한 배경 학생 B6: 파지라는 게 이런..
연구자: 종이?
북한 배경 학생 B6: 네. 종이 그런 것도 받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옷가지 같은 그런 것도 바칠
때도 있고.
연구자: 그걸 직접 가져오거나 아니면 또 돈을 내기도 해요?
북한 배경 학생 B6: 네,
연구자: 돈을 내도 괜찮고?
북한 배경 학생 B6: 돈을 내면 선생님이 사 가지고 아니면 집에 있는 낡은 거를 같이 내고.
연구자: 일 년에 4번?
북한 배경 학생 B6: 네.
<중략>
연구자: 잔디씨 같은 거 훑어다가 갖다 주고?
북한 배경 학생 B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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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토끼풀도 뜯어다가?
북한 배경 학생 B6: 꽃씨는 그랬어요. 꽃씨 털러도 다녔어요. 저희가.
연구자: 아. 꽃씨 터는 거 해봤어요?
북한 배경 학생 B6: 네.
연구자: 봉투에 담아서?
북한 배경 학생 B6: 네.
연구자: (웃음)
북한 배경 학생 B6: 지금도 하고 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6 면담)

이 절에서는 학교 단위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분위기 조성 방법으로서 학교별 모범사례
제시, 교내에서 학급별 경쟁 강조,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별 모범사례의 제시

자강력제일주의를 전파하는 방법으로 학교별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2012년 이후 교육신문과 잡지를 통해 학교 자체의 힘으로 교육설비를 갖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김정일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강조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덕성군 신흥중학교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교육사업에 효
과적으로 리용하고 있다. 현대적인 교육수단들과 설비들을 가동시키는 것은 물론 학교의 조명까지도
보장하니 교직원, 학생들은 전기걱정을 모르고 교육사업과 학습에 전심전력하고 있다. … 신흥중학교
에서 소형발전소에 의한 전기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 사실은 여러 단위의 일군들을 분발시켰다. 그들은
자기들도 자체발전소를 실정에 맞게 건설하여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교육신
문, 2012.11.01.).

학교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토끼 기르기’ 사업은 학교 단위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김정
일의 교시를 실천하는 예가 된다(교육신문, 2018.07.12.). 이처럼 교육신문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모범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학교 자체의 힘으로 새 교사 건설,
교실과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토끼 기르기와 같은 축산업, 오이, 고추와 같은 남새 생산,
포도, 사과, 복숭아 등의 과일나무 심고 관리하기 등이다. 학교 단위에서 자체 생산된 육
류와 채소, 과일 등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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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시 신포고급중학교에서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중략> 학교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수십대의 콤퓨터들을 마련하였
다. 또한 발동발전기와 전압조절기 등도 자체로 구입하여 수업에서 다매체편집물을 원만히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새교육강령에 맞게 모든 실험실습실들을 표준대로 꾸리고 필요한 실험기구
및 시약, 설비들도 그쯘히 갖추어놓았다(교육신문, 2014.07.31.).

숙천군 룡덕고급중학교에서 자체의 힘으로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략> 학교일군들과 교직원모두가 불같이 뜨거운 충정의 마음과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온 나날속에 3000m2의 면적에 650그루의 사과나무와 50여그루의 복숭아나
무가 뿌리를 내리게 되였다. … 이와 함께 학교의 외부와 교실들, 실험실습실들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가고 있다(교육신문, 2018.11. 22.).

북한 배경 학생 인터뷰 결과 이러한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연구자: 학교마다 농장을 관리한다는데, 토끼 이런 것 키우고, 유실수 감나무 무슨 나무 이런 것
많이 키운다고 하던데.
북한 배경 학생 B1: 학교에요? 학교에 ‘토끼사’라고 토끼 많이 길렀어요. 토끼 키워가지고 인민군들
한테 지원했었어요. 토끼 가죽. 베껴가지고.
연구자: 몇 마리 키웠어요?
북한 배경 학생 B1: 그때 많았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마리수 까지는.
연구자: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다?
북한 배경 학생 B1: 애들이 토끼풀 뜯는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토끼풀 애들이 많이 뜯어가지고.
연구자: 토끼 말고 돼지나 닭이나?
북한 배경 학생 B1: 없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1 면담)

토끼 기르기를 위한 준비를 직접 할 수 있는 시골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풀을 뜯어다
날라서 기르지만 그러한 조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돈으로 먹이를 사서 기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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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학교 단위에서 자강력을 키워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교원들
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 학
교 교육환경 개선의 주체는 학교 내 인사로 교장과 부교장이 자주 언급되고 군의 후원
기관 일군들의 모범적인 노력을 소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반 교원들의 경우 학교환경
개선에의 기여보다는 학생을 상대로 한 사상교양교육을 잘 한 사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 시킨 사례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 학부모를 다룰 때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주로 목격된다.

모든 교원들이 학교적인 계획에 따라 학급별 학부형총회, 5호담당선전, 가정방문을 실속있게 진행
해나가도록 충분한 조건을 지어주면서 그들속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해나갔다. 학교와 자녀들
에 대한 학부형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 시작할 때 학교일군들은 학교적인 학과경연, 재간 발
표회, 악기다루기경연, 인민체력검정, 최우등생축하모임 등을 널리 조직하였다. <중략> 이러한 사업들
은 학교나 자녀들에 대한 학부형들의 관심을 비상히 높여주는 좋은 계기들로 되였다(교육신문,
2012.04.05.).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학부모는 학교지원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
를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원산시 송천고급중학교) 이 사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들자신이 주인이라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
고 모든 학교의 교원, 학생들속에서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여러 가지 유휴자재수집활동을 활발히 벌려
나가게 하여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자기 학교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
지해나가도록 하고있다(교육신문, 2018.02.08.).

학교의 일반 교원들이 직접 시설 개선을 위한 실천에 참여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이는 교장, 부교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교원들에게도 학교환경 개선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교내에서 학급별 경쟁 강조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자력갱생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급별 경쟁을 강조하
고 있다.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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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간, 군 간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
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지속 되어 왔다. 모범교육군 칭호 쟁취를 위해 또는
붉은기학교칭호 쟁취를 위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
되어왔다.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 및 건설되고 교육조건과 환경이 일신되였으며
교원진영이 강화되였다. 결과 많은 학교들이 ３중영예의 붉은기학교, ２중영예의 붉은기학교, 영예의
붉은기학교, 모범체육학교로 되였으며 교원들과 학생들속에서 １０월８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
록증소유자,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소유자, ７.１５최우등상수상자대렬이 부쩍 늘어났다(로동신문,
2019.05.09.).

김정은시대에도 단위별 경쟁을 강조하는 전통은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단 경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기능화된 교실을 꾸미는 것과 같은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변화되어왔다.

(함흥시 성천강구역 하신흥소학교에서) 학급별로 다기능화된 교실을 꾸리기 위한 투쟁이 서로 경쟁
적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학교에서는 제일 앞서나가는 류경화동무가 담임한 2학년 1반의 모범을 일반
화하면서 모두가 그 학급을 따라앞서도록 고무추동하였다. 그런 결과 승벽내기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교실을 다기능화하기 위한 사업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교육신문, 2016.06. 23.).

최근 학교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교육수준 제고를 위한 학급 간 경쟁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과거의 군 단위나 학교 단위 경쟁에 그치지 않고 교내에서 교원 간, 학생 간, 학급
간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평양의 본보기를 지역에서 배워 지역 단위 본보기를
만들고 다시 지역의 본보기를 학교에서 배워 학교 단위 본보기를 만든 다음 그것이 학교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쟁의 대상은 교육 결과에서부터 교실 환경개선을
포함하여 학교 활동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재연구토론회, 교수합평회, 교수기량발표회, 보여주기수업 등 자질향상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을
교원들의 경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데로 지향시키고 짧은 기간에 교원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학과
실력을 한계단 끌어올릴 목표밑에 교원별, 학생별, 학급별경쟁을 조직하였다. 경쟁도표판도 교원, 학생
들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였다(교육신문,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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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3반 담임교원 김원철, 3학년 2반 담임교원 리연애동무들은 자체의 힘으로 교실들의 천정과
벽체, 바닥미장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책상과 걸상, 전등과 교탁, 옷걸이, 칠판, 벽보판, 액정텔레
비죤, 콤퓨터, 다기능직관물투시기 등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거나 새로 마련하여 설치하였다. … 이에
따라 모든 교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기가 담임한 학급의 교실을 잘 꾸리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교육신문, 2018. 07.26.).

담임 교원이 학급환경 개선의 주체로서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 또
한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급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4)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장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
화에 대한 강조이다.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에도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 3월 15일
교육신문에서는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 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수림화, 원림화는 김정일의 교시를 통해 이미 강조되었다.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 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모란봉구역안의 중학교들에
서 나무심기를 잘하고 있다(교육신문, 2012.03.15.).

김정은은 2014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책
임 일군들과의 담화에서 과수원화를 덧붙여 강조하였다. 문천시 붉은기 학교인 영웅문천
고급중학교에서 수림화, 원림화의 모범이 창출되었음을 소개하는 기사와 제13차 전국교
육일군대회에서 한 김정은의 담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들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고 주변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은,
교육신문, 2014.09.01.).

이후 수림화, 원림화에 더하여 과수원화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 관련 내용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은행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와 같은 유실수에서부터 오동나무, 참대버
드나무, 주목나무, 전나무, 분비나무는 물론 꽃관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종과 품종을
심는 것을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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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군 모풍고급중학교의 교육환경이 안팎으로 더욱 번듯하고 환하게 일신되여가고 있다. <중략>
학교에서는 학교울타리개건보수와 운동장의 체육기자재보충설치사업을 동시에 내밀면서 교사주변과
교재원, 야외지리실습장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과일나무, 꽃관목들을 수많이 심어가꾸어 학교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함으로써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학교의 면모가 날로 새로워진다고 감탄하고
있다(교육신문, 2018.06.28.).

한편 교육 당국과 학생들이 느끼는 수림화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다. 나무 심기가
산림복구 전투 등의 명목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북한 배경 학생 B6: 고등학교 때 한 번 나무 심으러 가봤는데 저희가 1000그루 심었는 데서
살은 나무가 150그루밖에 없더라고요.
연구자: 살은 (확)률이 아주 낮았네요.
북한 배경 학생 B6: 네.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살은 게 얼마 안돼요?’ 하니까 저희
가 잘 심지 못해 가지고.
연구자: (웃음)
북한 배경 학생 B6: 그냥 막 땅을 파고 그냥 꼽아 놓고.
연구자: (웃음)
북한 배경 학생 B6: 막 그랬으니까 살은 나무가 없어요.
연구자: 나무 꼬챙이가 돼버렸겠네.
북한 배경 학생 B6: 네. 맞아요.

(북한 배경 학생 B6 면담)

나무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는 기사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나무심기의
결과, 특히 유실수 심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과제로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보다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라. 후원단체의 학교지원사업 활성화
자력갱생을 위한 후원단체의 역할은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지만 김정은시대
에 접어들면서 후원단체의 역할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김정은은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하였다. 2014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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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
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제하의 아래와 같은 담화문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중등일반교육부문에 투자를 제한 없이 하여야”하고 “다른 사업에서는 좀 지장을 받더라

도 교육 사업에 요구되는 자금은 무조건 보장하여야”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정은, 교육신
문, 2014.09.01.). 이를 통해 학교시설 개선, 교과서 종이 보장대책, 학생 교복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투자에서 ‘국가’가 중앙정부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은 학교 일군,
지역 일군, 후원단체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1) 후원단체 활동의 지속적인 강조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중앙정부가 아닌 후원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김정
일 집권 시기부터 지속되고 있다. 김정일은 교시를 통해 “국가적으로 교육기자재 생산기
지를 튼튼히 꾸리고 학교후원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여러 가지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
과 과학실험기구들을 많이 생산하여 학교들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교육신문,
2018.11. 22.)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은 교육사업에 대해 전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원할 것을 교시를 통해 밝히
고 있다.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확정된 “전반적12년제의무
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법령에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들은 학교 후원단체
들을 바로 확정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교육신문, 2012.10.04.)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책임 일군들
과 한 담화에서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
히 학교를 맡은 후원단체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은, 교육신
문, 2014. 09.01.)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은의 교시를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교육신문을 통해 지속적
으로 홍보하고 있다.
운산군 읍에서 100여리 떨어진 산골 도청리에 도시학교 못지 않은 새 교사가 건설되였다. 연건평이
3400m2인 교사에는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 과정을 정보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30여개의 교실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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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 실내위생실과 세면장까지 구비되여있다. 학교교직원들과 학생들, 후원단체일군들과 로동자들
은 지난해 4월 학교건설을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심동체가 되여 학교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건설하였다(교육신문, 2018.05.17.).

2019년에도 학교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후원단체들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

되고 있다. 교육신문 기사에서 신평군의 한 고급중학교에서 학교 일군들과 후원단체가
함께 학교시설을 개선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후원단체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일군들과 교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전자도
서실을 콤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들과 현대적교육설비들을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그쯘히 갖추고
여러 분야의 자료기지를 구축한 도서실로 보다 훌륭히 꾸리였다. … 학교에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전자도서실에서 각종 전자도서들을 마음껏 열람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분과와 교실들에서도 구내망
을 통하여 필요한 교수자료, 과외학습자료들을 열람할수 있게 전자도서실의 망관리사업도 합리적으로
하고있다(교육신문, 2019. 05.23.).

후원단체의 활동은 학교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교원복지 향상에 관심
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이라는 제하의 2019년 교
육신문 기사에서는 학교 일군들이 중심이 되어 교직원들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의 교원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학교 관계자들이 나서
함께 해결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한 교원이 집보수문제로 걱정하고있다는 것을 알고 학교일군들은 물론 교원집단이 떨쳐
나 번듯하게 꾸려주었다. 그리하여 그 교원은 집단에 대한 애착을 더 깊이 가지고 교수교양사업에 전
심하여 맡은 학생들을 최우등생들로 키워낼 결의를 가다듬고있다(교육신문, 2019.02.07.).

학교 담당 후원단체는 학생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으로서 학교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적 조건으로서 교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에서도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2) 학부모의 학교지원 활동 강화

김정은시대 북한은 학교교육의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지원 활동
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시대 이전 교육신문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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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교육을 위한 전통적인 것이었다면 김정은시대 이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학부모가 능
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학부모의 학교지원 활동은
해방후 지속되어 온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모가 자식을 미래의 훌륭한 역군
으로 키워야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로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당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교육신문, 2012.03.01.).

2012년 교육신문에서도 학부모가 학교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러나 당시 학교환경 개선의 주체가 시, 군 당위원회 또는 학교 교장, 부교장 등이 중심이
되고 후원단체가 함께 연계하는 방식이었다. 김정은시대 학교지원사업에서 학부모의 역
할은 보다 주체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교장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명희동무는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체육관을 건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대들을 위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기능화
된 체육관을 멋들어지게 건설합시다.>> <중략> 리명희동무는 자기 단위의 크고작은 일감들을 처리하느
라 바쁜 속에서도 건설장에 자주 찾아와 건설자들과 교직원들을 고무해주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었다. <중략> 리명희동무는 해당 단위들을 찾아다니면서 현대화된 체육기자재들
을 구입하는 한편 학교의 특성과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운동장의 체육설비들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도
내밀었다(교육신문, 2018.01.18.).

한편 신문에서 제시되는 것과 달리 북한 배경 학생 인터뷰를 보면 학부모의 지원 활동
이 자발적이지 않고 일괄적으로 돈을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교실의 현대화를
위해 학부모들이 일정 금액을 분담하여 의무적으로 돈을 모으기도 한다.
연구자: 티비도 있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2: 티비는 학생들 돈 받아가지고.. 학교 교실마다 티비 다 넣으라고
연구자: 설치하라고
북한 배경 학생 B2: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학교에서는 그거 살돈이 없으니까. 또 학생들한테 걷어
가지고 사놓고 그러죠..
연구자: 많이 봤어요 그래도?
북한 배경 학생 B2: 아니요. 틀어봤자 뭐... 그리고 요즘에 내가 딱 중학교 한참 다닐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다닐 때 다 전자벨.. 수업시간 끝나는거 전자종도 해라고 해가지고
노래나오는거 그것도 하는거 다 설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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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것도 다 돈냈어요?
북한 배경 학생 B2: 네. 다 돈 냈던것같아요.

(북한 배경 학생 B2 면담)

마지막으로 김정은시대 학교지원 활동은 후원 주체가 다각화되고 있다. 2018년 교육신
문에서는 군대를 갓 제대한 졸업생이 모교 학교지원사업을 펼친 모범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교육신문, 2018.12.20.). 이는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시대 교육정책이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

직업 기술교육의 강조

김정은 정권은 학제개편을 진행한 이후 고급중학교와 같은 후기 중등교육 단계에 기술
고급중학교라는 새로운 학교들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1953년 학제 개편이후 단선형 학
제를 계속 유지해온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전통을 바꾸어 후기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복선
형 학제를 만든 것이었다. 또한 2018년에는 직업기술교육법을 신설하여 직업기술교육을
강화 하겠다는 의지를 법제화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런 김정은 시대의 직
업 기술교육에 대한 정책을 신설된 기술고급중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기술고급중학교 신설의 배경과 특성
기술고급중학교는 2012년 9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설립이 계획되었던 새로운 교종이다. 당시 제정된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1조 제7항에
는 “특수한 교종의 학제와 교육문제는 따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었다. ‘기술고급중학교
'라는 이름과 이에 대한 시범 설치에 대한 결정은 2014년 9월 제13기 제2차 최고인민회

의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당시 내각총리 박봉주는 “새로운 교종인 기술고급중학교를 시
범적으로 내오는데 맞게 일반고급중학교들에서는 중등일반지식을 위주로 교육하고, 기
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맞는 기초기술교
육을 주기 위한 준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로동신문,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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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한 가지 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지닌

나라의 쓸모있는 인재로 키울수 있도록 교종체계를 완비해나가야” 한다고 새로운 교종,
즉 기술고급중학교의 목표를 세밀하게 정의하였다. 이는 2017년 기술고급중학교가 처음
개교할 당시 로동신문에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어 모두가 현실에 써먹을수 있는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지니고 사회에 진출”시키자는 기사(로동신문, 2017.05.08.)에 소개
된 내용과 연결된다. 즉 일반 고급중학교들에서는 중등 수준의 일반지식을 위주로 가르
치지만, 기술고급중학교에서는 이것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일종의 직업교육
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직업교육의 내용은 학생들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기보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직업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이었다.
기술고급중학교가 다른 나라의 직업기술학교와 유사하다는 설명은 개교 소식을 전하
던 ‘조선신보’ 기사에 언급되었다.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직업기술학
교와 달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배워주면서도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이바
지하는 쓸모있는 실천형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조선신보, 2017.04.22.). 또한 개교 한 달 뒤 로동신문에는, 기술고급중학교
가 설치되면서 “해당 지역들의 경제발전을 떠메고나갈수 있는 기술인재후비육성의 튼튼
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술고급중학교는 단순한 기능공을 조기에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며 수준 높은 직업기술교육을 수행하
는 곳이라는 설명이었다(로동신문, 2017.05.10.).
북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지역 기술인재’라는 개념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결
정된 ‘과학연구개발체계’에서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정은은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과학연구개발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
기하였다.
전문과학연구기관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연구기관들을
조직하여 핵심적인 과학기술연구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도록 하며 응용기술연구는 해당 성,중앙기관과
공장,기업소의 연구개발단위에서 맡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들이 기초과학연구와 첨단과학기술
개발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며 공장,기업소들이 국가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과학기술적으로 떠밀어나갈
수 있는 연구력량과 개발단위들을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로동신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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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의 내용은 기초과학연구나 첨단과학기술개발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
구하는 부분은 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이나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
학과 같은 대학에 맡기고, 생산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원활동이나 응용기술연구는 해
당 정부 기구나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공장, 기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었다. 따라서 기술고급중학교는 지역의 기술인재를 조기에 개발,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
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북한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인 ‘국가과학원’의 전신인 ‘과학원’과 ‘북조선중앙연구
소’는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활동은 생산성 산하 연구소나 공장, 기업소에 직접 맡기고
자신들은 과학연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중앙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북조선중앙
연구소가 설립되던 1947년이나 과학원이 설립되던 1952년 당시 북한의 상황이 역할분
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과학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래서 북조선중앙연구소는 당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으로 흡수, 폐지되었
고, 과학원은 전문과학연구활동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에 대한 기술지원활동을 동시에 시
행하는 쪽으로 역할을 변경하였다(강호제, 2007).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지도부는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 등으로 현 시대를

정의하면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핵심이 된 시대로 규정하였다. 노동력이나 자원을 바
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업경제, 공업경제 시대와 구분하여 지능(지식) 노동이
중요해진다는 의미에서 ‘지식경제’ 시대라고 오늘날을 구분하였다. 또한 시기별로 중요
한 기술의 등장으로 시기를 구분할 때에는 증기기관의 등장, 전기의 발견, 원자력 이용을
뒤이은 컴퓨터의 등장을 거론하였는데 ‘정보산업시대’는 컴퓨터 등장 이후로 형성된 시
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김동남, 경제연구 2012-4: 12-13; 조웅주, 경제연구 2012-3:
4-5). 이러한 시대 규정은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2000년대 초에 이미 규정된 것이었다.

그는 21세기를 ‘정보화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컴퓨터와 이들을 연결한 네트워크를 활
용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역설하였다(김정일 선집, 2015).
2014년부터 북한 교육의 목표로 제시되기 시작했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2016년

제6차 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였다. 그는 현 시대가 요구

하는 인재상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
학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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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로동신문, 2017.05.08.). 지식노동이 중요해진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종류의 산업혁명(새 세기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능
력을 갖춘 인재가 대거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수행하자는 독려였다. 과학기술적
재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이다.
전 국민들을 과학기술인재로 만드는 것(전민과학기술인재화)을 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
으면서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전문연구활동과 기술지원활동으로 나눈 것처럼 인재상도 2
종류로 나누었다. 기초과학연구나 첨단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전문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인재를 ‘학술형 인재’라고 불렀고 기술지원활동이나 응용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인재를
‘실천형 인재’라고 불렀다(로동신문, 2015.04.01.). 기술고급중학교는 바로 지방에서 활

동할 ‘실천형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는 교종인 것이다(로동신문, 2016.01.22.). 대
학 수준에서는 각종 직업기술대학들과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실천형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이다(로동신문, 2017.04.02.).

나. 기술고급중학교의 종류와 설치
기술고급중학교는 고급중학교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새 학제에 따라 고급중학교가 운
영되기 시작하는 2017년에 8개 부문, 100여 개의 학교가 1학년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6.12.05.). 북한 행정구역은 시가 24개, 군이 145개, 구역이 37개 가량으

로 대략 200개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2개의 군마다 1개의 기술고급중학교가 개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통계청, 2016). 하지만 2017년 9월 5일 로동신문 기사에는 “전국 각 지에 수십
개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100여 개를 지정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들어간 것은 수십 여 개의 학교였던 것으로 보인다(로동신문, 2017.09.05.).
기술고급중학교가 특화한 부문은 ‘금속, 석탄, 전기, 화학, 농산, 축산, 과수, 수산’ 8개
로 각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추어 선정되었다(로동신문, 2016.12.03.). 2017년 기
술고급중학교들이 개교한 직후에는 추가 개설할 부문으로 ‘광업, 기계공업, 잠업’ 3개 부
문이 예정되어 있었다(조선신보, 2017.04.22.). 하지만 추가 3개 부문의 기술고급중학교
는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여 ‘정보기술’부문 기술고
급중학교가 평양시와 각 도에 먼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로동신문, 2018.08.30.). 2018년에
첫 개교한 정보기술 부문 기술고급중학교는 2019년에는 전국에 11개 학교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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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든 시, 군 단위마다 정보기술 부문 기술고급중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려는 계획이 수
립되어 있다(로동신문, 2019.09.03.). 즉 모든 시, 군 단위에 정보기술 부문 기술고급중학교
를 수립한다는 것은 대략 200개의 기술고급중학교를 더 설립한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처음 개설된 8개부문 100여개의 기술고급중학교와 함께 전체 기술고급중학교
의 수는 대략 300개 가량이 된다. 추가 3개 부문의 기술고급중학교도 2019년 안에 세운다
는 이야기는 있지만 정보기술 부문을 우선 처리하느라 좀 더 지체될 듯하다.
학제 개편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교종인 기술고급중학교는 2015년부터 설립 준비가 시
작되었다. 2015년 상반기 동안 ‘교육강령’이 작성되었고 그 해 연말까지 ‘과정안’ 작성과
‘교과서’, ‘참고서’ 집필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로동신문, 2015.04.01.; 로동신문,
2016.12.03.). 12년제 학제 개편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학교의 실험, 실습 장비를 충

분히 마련하는 것이었다. 기술고급중학교는 직업기술 부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므로
“실험실습 조건을 비롯하여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

었을 것이다. 강령군 하부포기술고급중학교의 경우 고급중 3학년은 대부분의 시간이 실
험실습시간이라고 한다(로동신문, 2018.05.26.). 그래서 초기 기술고급중학교는 자체적
으로 실험실습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거나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고급중학교들 중에
서 선별하여 학교 성격을 바꾸어 시작되었다고 한다(로동신문, 2017.03.16.).
기술고급중학교의 교과목들은 해당 부문에 특화된 교육을 위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일반 과학기술 교과목들의 내용이 재구성되었다고 한다. 고급중학교는 ‘일반기초지식
교육'과 ‘기초기술교육'에 맞추어져 있어 이후 다양한 영역과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
록 ‘보편화’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술고급중학교에서는 해당 부문의 전문
화를 위해 좀 더 집중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허정삼, 인민교육 2017-6:
34-35; 장수봉, 인민교육 2018-2: 49-50; 김희복·리경도, 인민교육 2018-3: 40-41).

아래 목록은 2014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조선중
앙통신, 인민교육에 공개된 기술고급중학교를 모두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 부문별 본보
기 학교이기 때문에 소개된 경우이고, 실험실습 본보기 학교로 소개된 경우도 있다. 간혹
문학상 등에 입상하여 소개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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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기술고급중학교 목록
no

학교명

특성

1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기술고급중학교

(농산부문,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2

삼석구역 원흥기술고급중학교

(영예의 붉은기 수상, 2018년 8월 30일)

3

강동군 흑령기술고급중학교

4

천리마구역 천리마기술고급중학교

5

송림시 동송기술고급중학교

6

북창군 룡흥기술고급중학교

7

안주시 청천강기술고급중학교

(화학부문,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8

숙천군 창동기술고급중학교

(농산부문, 곡창지대)

9

연사군 광양기술고급중학교

10

문덕군 립석기술고급중학교

11

구장군 룡등기술고급중학교

12

창성군 옥포기술고급중학교

13

정주시 청석기술고급중학교

14

평원군 삼봉기술고급중학교

15

통천군 지곡기술고급중학교

16

사리원시 미곡기술고급중학교

17

사리원시 도림기술고급중학교

18

이천군 개천기술고급중학교

19

순천시 직동기술고급중학교

(금속부문, 천리마고급중학교에서 전환, 가상현실기술,
증강현실기술을 도입한 새 교수방법)

(조선소년단 제８차대회 참가)

20

삼천군 달천기술고급중학교

21

대성구역 6월9일룡북기술고급중학교

(정보기술부문)

22

강령군 하부포기술고급중학교

(수산부문,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2중영예의 붉은기 학교)

23

사리원시 구천기술고급중학교

(실험실습 본보기)

24

길주군 봉암기술고급중학교

(김정은 현지지도, 2중영예의 붉은기 학교)

25

북청군 룡전기술고급중학교

26

삭주군 수풍기술고급중학교

27

성천강구역 영웅해방기술고급중학교

(과외소조 운영)

28

평성시 평성기술고급중학교

(정보기술)

29

경원군 류다섬기술고급중학교

30

명천군 조동수영웅기술고급중학교

31

문천시 강철기술고급중학교

32

리원군 하전기술고급중학교

33

황주군 금석기술고급중학교

출처: 2014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출간된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2017년 2018년
인민교육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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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 기술고급중학교 사례
1) 숙천군 창동기술고급중학교

숙천군 창동기술고급중학교는 농산부문 기술고급중학교로 시범적으로 설립된 학교이
다. 새로운 학교 시설과 주변 환경을 자체적으로 꾸려 나간 모범 사례라고 ‘민주조선'에
소개되었다(민주조선, 2017.10.31.). 군 출신 교장 윤경남은 ‘자체의 힘’으로 창동기술고
급중학교를 본보기 학교로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한 하여 결국 학교 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교사들의 수업 준비, 그리고 교수 능력도 키웠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실력도 높였
다는 설명이었다.
이 학교는 농산부문 기술고급중학교의 특성에 맞게 온실과 과수원을 별도로 만들었으
며, 체육관 건물을 자체로 짓고 그 속에 수영장까지 마련하였다. 낡은 창문을 교체하는
것부터, 표준화된 실험실꾸리기, 부족되는 체육기자재 설치도 진행되었다. 교실 내부에
는 교수의 정보화, 현대화를 위한 설비를 갖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여성 교원들을 데리고 건설 작업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설명이다. 이
교원들 중 10여명은 ‘10월8일모범교수자’로 뽑히기도 하였고 새 교수방법과 실험기구,
교편물들을 창안하기도 하였다. 학생들 중 수십명은 알아맞추기경연을 비롯 학과 경연에
출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오기도 하였다.

2) 강령군 하부포기술고급중학교

강령군 하부포기술고급중학교는 수산부문 기술고급중학교로 시범설치된 곳이다.
2017년에 일반학교에서 기술고급중학교로 전환된 후 1년 만에 학교의 ‘물질기술적 토대’

를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되었다. 이 학교의 경우는 교원들의 솔
선은 물론 학부형과 주변의 후원단체들이 지원해주어 함께 학교를 만들어나갔다는 설명
이다. 이 지역에 있는 중요한 사업소인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는 학교 후원단체 중 가장
많은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다. 수십 톤의 세멘트와 목재, 유리 등의 건설자재와 수십 종,
수백 점에 달하는 실험기구, 나아가 컴퓨터와 태양광 전지판 등의 교육설비들과 교구비
품을 양식사업소 소장이 앞장서서 지원해주는 일을 전개하였다고 한다(로동신문,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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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실험실습실을 새롭게 꾸리는 것은 물론 수산부문에 특화된 학교인 만큼
수산기초실습실을 비롯한 새로운 실험실습실을 잘 꾸리는 데에도 힘을 집중하였다고 한
다. 결국 실험실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3학년 수업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원만
히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로동신문, 2018.11.29.).

3) 사리원시 구천기술고급중학교

사리원시 구천기술고급중학교는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의 대표 사례
로 소개되었다. 학교 전체 차원에서는 ‘교수방법토론회’를 통해 교원들 스스로가 자질향
상을 위해 노력할 동기를 부여할 계기가 되게 하였고, 분과별로는 ‘보여주기 수업’, ‘교재
토론회', ‘모의수업' 등을 현실 조건에 맞게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좋은
교수방법들을 창안한 것은 물론 시, 도 차원의 교수경연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기존의 교원은 물론 신입 교원들에 대해 동기 부여, 자긍심 독려와 함께 실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잘 취했다고 한다. 경험발표회, 교수참관 등을 적극 조직하여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였으며 신입교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전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수방
법토론회에 출연하도록 장려하여 짧은 기간에 실무적 자질을 높일 수 있게 했다는 설명
이다.
구천기술고급중학교는 실험실습교육에서 본보기를 창조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 학
교는 화학실험실과 생물실험실, 기초기술실습실을 비롯하여 실험설비와 기구들이 가득
마련된 10여개의 실험실습실을 훌륭하게 갖추었다고 소문났던 곳이다. 자연박물관을 옮
겨놓은듯 한 동식물표본실 등에는 박제표본, 액침표본이 40여종, 400여점이나 된다고 한
다. 그리고 기초기술실습실에는 자동차운전 모의실습 기재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자동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도 있다고 한다. 모든 실험실습실 자체가 하나의 ‘생동한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로동신문, 2019.03.18.). 2019년 1월에는 도 차원의 보여
주기 사업도 진행하였다고 한다.

4) 성천강구역 영웅해방기술고급중학교

성천강구역 영웅해방기술고급중학교는 ‘과외’ 소조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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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에는 수학, 화학 등 여러 과목의 과외 소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외소조를 운
영하는 방법이 특별하다고 소개되었다.
소조원을 뽑을 때 단순한 시험위주가 아니라 과목담당 교원들의 평가에 기반하여 선별
한다. 담당 교원들은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 실력에 대한 1차 판단을 한 후, 학급담당교
원과 학생 사이의 면담을 통해 그 학생의 취미, 희망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과외
소조를 정한다고 한다. 최종 결정은 해당 과외소조를 담당한 교원과 분과장들, 담임교원
이 참가한 협의회에서 토론하여 신중하게 정한다.
기술고급중학교가 일반 직업학교와 달리 수준 높은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이
과외소조 운영에서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컴퓨터 소조의 경우 학생들 중에서 수학실력이
높고 열의가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학기초지식을 가르치면서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키워준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 등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까지 다
룬다고 하니, 그들이 추구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라. 기술고급중학교 신설 정책의 의미
김정은 정권이 기술고급중학교를 신설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첫 번
째로 중요한 의미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국가적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성인교육뿐
아니라 중등교육단계에서도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술고급중학
교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
에서는 과학교과, 정보기술, 기초기술 등의 교과를 통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만을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후기 중등교육 단계에 기술고급중학교를 설립
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에도 관
계가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도 이 정책의 집행을 어느 정도 중시
하는 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술고급중학교 신설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중등교육단계에서 직업기술교
육 학교를 설치하여 복선형 학제를 택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단선형학제를
유지하여왔으며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평등교육의 형태로 택했던 학제의 공통적인
특성이었는데, 이런 사회주의적 전통을 허물고 기술고급중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복선형
학제 채택이라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1958년부터 추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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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무교육제의 실시가 실패한 이래 중등교육단계에서 본격적인 직업기술교육 실시한
적이 없으며, 1967년 학제 개편이후에는 중등교육단계에서 기초기술교육을 실시하여왔
다(김지수, 2013: 67-68). 그런데 기술고급중학교의 설립으로 북한은 후기중등단계에서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고급중학교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술고급중학교가 병렬로 존재
하게 된 것이다.
기술고급중학교 신설 정책과 관련하여 세 번째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초·중등교육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의 실시라는 새로운 교육정책 양상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중앙집권적인 국가로서 정치 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지방자치가 실시
되고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정책이 중요하
며,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자체적인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었
다. 다만 2013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지역별 선택교과의 도입(김정
은 외, 2014: 60)은 얼마 되지 않는 시수의 교과이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춘 교육을 보여
주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는 있었다. 그런데 기술고급중학교의 신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
추어 학교 종류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중앙중심의 북한 교육정책이 지역을 고려하는 정책
으로의 변화를 일부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사상교양의 변화

북한은 교육, 교수활동, 교양사업 등의 용어를 교육관련 문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
반적으로 교수활동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것이고, 교양사업
은 사상이나 세계관, 도덕 등 삶의 방향과 관련된 가치관 형성이나 그 가치관의 발현이라
고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나 품성을 형성하는 교육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김지수,
2010: 39). 이 장에서는 김정은시대에 강조되는 5대교양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시대의 사

상교양과 달라진 점 등을 확인해보려고 한다.

가. 교양의 의미와 북한 교육에서 교양의 중요성
북한 학교에서의 교양사업이란 학생들의 실천적 자질 또는 품성을 배양하는 활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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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다. 북한의 사전에는 교양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
들을 사회생활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게 하는 모든 과정”으
로 기술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품행이나 품성”(문
영호 외, 2006: 427)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교양은 사전적 의미 중에서 첫
번째 것인 자질을 갖추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교양을 과정
으로 보는 것이 교육적 성장과 관련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확
인할 수 있듯이 교양이란 일상적 품행으로부터 공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까지 생활
전반의 실천과 관련을 가지며, 도덕적 감정과 의지, 책임감뿐 아니라 사상과 정치적 각성
등과도 관련을 가지는 개념이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적 도덕으로 새 교양을 준다고 함은 그들의 사상 정치적 각성을 높이며 또 일
상적 품행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관습을 가지며 고상한 도덕적 감정을 발전시키고 견고한 의지적 성질
과 관철성을 양성함으로써 공민으로서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감이 강한 자각적 인물을 양성함을
의미한다(태성수, 1949: 80).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 교양 사업은 학교와 국가의 정치적 연결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학교는 국가의
교육 정책을 실시하는 기본적 기관인 것만큼 학교의 모든 작업들은 정치와 밀접한 연결이 있으며 정치
와 이탈되어서는 도저히 그 학교가 해당 사회제도와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태성수. 1949: 82).

교양은 사회적 실천과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적 활동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교양과 정치의 밀접한 연결은 해방 후부터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계속 견지
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학교 교육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과 정치의
결합인데, 이것은 학교에서의 교양 활동으로 나타난다. 정치와 관련된 토론, 회의,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적 각성이 일어나고 공민으로서의 의식이 고양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은 해방직후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에
서도 민주주의 원리에 의한 정치훈련과 교양사업을 전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에서 학생들의 회의나 토론 등을 진행하면서 임시인민위원회의 제반 사업에 대해 해설하
고 인식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생도에게 진보적 민주주의원리에 의한 철저한 정치훈련 급(及) 교양사업을 전개할 것. 그의 실시방
법에 있어서 생도들에게 회의·담화·토론·정치적 보도에 대한 회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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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내 정세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제반 사업에 대하야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인식시킬 것.”(학교
사업개선책에 대한 건,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1호, 1946. 3. 25.) (정경모·최달곤, 1990a: 2)

해방 후 한국전쟁시기 까지 북한의 학교에서 교양사업의 핵심은 ‘진보적 민주주의’라
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북한정부는 좌우합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라는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었으며 사회개혁의 주된 내용도 ‘민주개혁’이라고
지칭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양의 핵심 주제는 ‘진보적 민주주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학교에서 교양사업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사상교양 관련 교과
목 교육이 있고, 둘째는 일반교과목에서의 사상교양 관련 교육이 있으며, 셋째로는 사회
단체 활동이 있다. 사상교양 관련 교과목은 해방 후 ‘인민’이라는 교과가 있었다가 없어
졌고, 그 이후에는 모든 과목의 교수활동에서 세계관 형성과 관련된 사상교양을 하도록
하였다(김기석, 2003: 32). 1960년대 후반부터는 사상교양 교과로 김일성 관련 교과가
신설되어 가르쳐졌으며, 최근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일 관련 교과가 초·중등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또한 김일성집권 후기부터 ‘공산주의 도덕’이라는 교과가 신
설되어 가르쳐지다가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사회주의 도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가르쳐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사상교양 관련 과목에서의 교양교육 이외에도 일반 교
과에서도 사상교양과 연관을 가지고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칠 것을 북한의 학교에서는 강
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렇게 사상교양을 중시하는 것은 사상교양의 기초위에 다른 교
육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977년에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
제’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사상교양을 잘하여야 학생들
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풍모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또한 정치
사상교양을 잘하는 기초우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사회주의 교
육에 관한 테제, 1977).

북한의 사상교양은 정치사상교양이고 이 정치사상교양은 북한 교육의 근간을 이룬다.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주장의 하나가 바로 교양과 국가의 상관관계이
다. 즉,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의 기저에는 정치사상교양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이러한 특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정치사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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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강화하고자 다방면으로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의 내용과 같이 김정은 시대 역시 국가의 국력이 정치사상적 힘에 의해 좌우된다
고 여기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의 정치사상교양을 중시하고 있다.

정치사상강국은 사회주의강국의 기본징표이며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데서는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
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정치사상적위력이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으로 되는것은 무엇보
다도 사회주의국가의 위력이 정치사상적위력에 의하여 규제되기때문이다. (중략) 정치사상적위력이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정치사상적위력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이 되기 때
문이다(김창경, 인민교육 2018-3: 6).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교양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단체 활동에서도 나
타나는데, 소학교 2학년 이후 학생들은 소년단이나 청년동맹과 같은 사회단체의 활동을
통해 교양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해방직후에는 소년단과 민주청년동맹이 결성되
었는데 만8세부터 15세 미만의 학생들은 소년단에 가입하였고, 15세부터 30세미만의 학
생, 청년들은 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하였다. 소년단과 청년동맹 조직에서 학생들은 정치사
상학습을 진행하고, 근로활동이나 정치선전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취미오락 활동도 전개
하였고,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을 하는 생활총화에도 참여하였다(이향규, 2000: 188-196).
이런 소년단과 청년동맹 조직은 소련의 파이오니어(삐오넬)와 콤소몰의 사례를 따른 것
이었다(이향규, 2000: 182).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사회단체 활동은 단순히 학생들의 교
양과 관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졸업 이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는데, 중등학교 졸업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청년동맹
의 추천서가 입시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첨부되기도 하였다(김지수, 2005: 77).

나.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사상교양
해방직후 교양사업에 대한 자료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교양의 내용이 나와 있기
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교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복,
연습, 관습화, 장려, 처벌 등이 제시되고 있다(태성수, 1949: 133-144).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사상교양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변화를 보인 것은
김일성이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한 1958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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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주의 개혁이 완료되었던 1958년에 김일성은 이 연설을 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북한의 학교에서 교양사업의 내용은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연설은 1958년 11월
20일 당시 김일성 수상이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한 것인데,

공산주의 교양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산주의 교양’문제를 제기하였다. 김일성은 1958년도의 북한을 뒤떨어
진 봉건국가나 농업국가로 보지 않고, 자립적 민족공업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국가로 보
았으며,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공산주의 사상의 무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 시기 사상교양사업의 중점을 먼저 자본주의와 비교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의 우월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북한 사회의 공산주의적 개조에서 장애가
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공산주의 교양의 중요 부분으로 인식하였
다.(김일성, 1981: 580-606). 그렇지만 1958년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한
후 1960년대 북한에서 진행된 사상교양활동은 공산주의 교양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
었다.
1960년대 북한에서는 전국의 학교들에 ‘노동당 역사연구실’을 설치하고 혁명전통교양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교마다 노동당 역사연구실이 설치되었지만 북한 노동당의 뿌리를
이룬 다양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투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
항일유격대의 무장 투쟁이 주된 내용이었고, 김일성 개인의 업적에 대한 것도 많이 포함
되어 있었다(김지수, 2005: 244). 아래의 인용구에서와 같이 1960년대 김일성이 현지지
도를 진행하여 모범창출의 대표학교가 된 약수중학교의 교육경험에서는 이런 것이 잘 드
러난다.

약수중학교에서는 혁명 전통 교양의 중심을 학생들로 하여금 김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과 아동단원
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천 활동에 구현함으로서 고상한 혁명 정신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
을 본받도록 하는 데 두었다.
교원들은 우선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분과 모임들에서 력사, 국어, 문학을 비롯한 모든 과목의 교수
요강과 교재의 내용들을 이와 결부하여 연구 토론하고 교수안을 작성하였다.(인민교육, 1962-12:
11)

1960년대 초반 북한의 학교에서는 사상교양의 핵심으로 김일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루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이 정규교과로 채택된 것은 196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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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위에서 인용된 인민교육 1962년 12호의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1960년대 초반에
도 학생들의 사상교양에서 김일성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일
반 교과 수업에서도 김일성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내용과 연관 지어서 가르치는 것이 모
범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김지수, 2005: 244). 북한의 학교에서 김일성 관련 교과
목인 ‘김일성원수혁명활동’(인민학교, 중학교)과 ‘김일성동지의 로작’(고등학교)이 정식으
로 가르쳐진 것은 1969년경이다(김기석 외, 2003: 81).
1969년에 출판된 사범대학용 교재인 ‘교육학’에 나온 사상교양의 내용에는 수령에 대

한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 등의 내용이 있다. 이 교재에서는 교양활동
의 방법으로 해설과 설복,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방법, 실천활동을 통한 교양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1969: 352-369).

<표 Ⅲ-23> 사상교양의 내용 변화
교육학 사범대학용
(1969년)

주체사상에 근거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1975년)

사상교양에 대한 주체적리론
(1991년)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당의 유일사상 교양

주체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

당정책교양

충실성교양

공산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

당정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

집단주의교양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계급교양

계급교양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 교양

집단주의교양

집단주의교양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의 교양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

위의 표를 보면 196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학교에서 사상교양의 내용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의 표에 나온 세 개 시기의 사상교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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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 조금씩 변화하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교양내용으로는 혁명전통교양이 모두 포
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공산주의교양의 하위 내용으로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애국
주의교양, 노동에 대한 태도교양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충실성 교양은 1969년
과 1991년 두 개의 책자에 포함되어 있고, 당정책교양은 1975년과 1991년 두 개의 책자
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교양이라는 교양의 주된 목
적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지도자의 교체, 경제문제의 변곡점, 사상이념의 변화 등에 따
라 교양의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교양사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와 국가의 요구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다.
1991년 ‘사상교양에 대한 주체적리론’은 김일성 집권 후반기이자, 후계자 김정일의 역

할이 중시될 때 작성된 문헌이다(전태성․강운빈, 1991). 1991년 문헌에서는 사상사업의
기본을 ‘유일사상교양’으로 보았다. 유일사상교양은 “혁명의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
으로 교양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상사업에시 기본이며, 핵”(전태성․강운빈, 1991: 151)이
다. 사상교양에는 ‘주체사상원리교양,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 애국교양 등’(전태성․강운빈, 1991: 160)으로
각각의 교양으로 구성되지만 그것은 주체사상을 핵심 사안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사
상교양은 대체적으로 김일성이라는 일종의 ‘뇌수’에 기반을 둔 개별 사상들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 열린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에서 김정일은 체제위기라는 긴 터널을 지나
21세기에 맞는 사상교양사업을 주문하고 있다(김정일, 2015: 118-132). 1990년대 북한

사회의 어려운 시기를 북한 문헌에서는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으로 호명한
다. 김정일은 이 대회에 보낸 담화에서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에 맞는 교양사업을 언급하
였는데, 지도자의 위대성교양과 당 정책의 선전을 교양사업의 기본으로 하였다. 이 시기
김정일이 내세운 국가의 정책노선은 ‘선군혁명노선’인데, 이것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면
서 사회주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북한 주민이 군사 우선의 원칙을 지키고, 군인들의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는 ‘선군사상’이 사상교양의 핵심으로 제시되었고 2010년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는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이 포함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북한에서 사상교양은 일종의 정치교육으로서 정치사회화 역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정치사회화로서의 교양활동은 아래에 인용된 해방 직후
제시되었던 교양의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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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민주주의적 도덕으로 새 교양을 준다고 함은 그들의 사상 정치적 각성을 높이며 또 일
상적 품행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관습을 가지며 고상한 도덕적 감정을 발전시키고 견고한 의지적 성질
과 관철성을 양성함으로써 공민으로서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감이 강한 자각적 인물을 양성함을
의미한다.(태성수, 1949: 80)

1960년대 이후 북한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양 활동은 ‘자각적인 공민’의 양성과는 거

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 관련 교과목이 학교에서 가르쳐
지고 혁명전통교양과 주체사상이 교양의 핵심으로 위치를 잡는 상황은 위의 인용구에 나
오는 ‘정치적 각성’이나 ‘자각적 인물’의 양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로 통치이데올
로기의 내면화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정치사상교양이 중심을 이
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상교양은 ‘폭력적 강제(coercion)기제이자 북한
체제를 유지해온 설득(persuasion) 기제’(전미영, 2011: 44)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 교화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김정은시대 5대 교양의 주요 의미와 내용
김정은시대에도 사상교양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강성국가’건설에서 사상
전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로동신문, 2014.02.26.) 분명한 변화도 드러난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서 수령의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지 말고 인간적인 풍모의 매력를 드
러내는 교양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에서 있었다(로동신문,
2019.03.09.).

김정은 시대 사상교양의 사업은 5대 교양으로 정리되었는데, 5대교양은 위새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포함하는 것이다. 5대교양을
이전의 교양사업 주제들과 비교해볼 때 특징적인 것은 혁명전통교양과 당정책교양이 제
외되었다는 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은 1960년대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이자 수령으
로 권력을 독점하는 시기부터 시작된 교양인데 이것이 김정은시대에 와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정책교양도 북한에서 노동당
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한국전쟁이후에는 꾸준히 교양사업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이었는데 김정은시대 5대교양에서 제외된 것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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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대성교양’의 의미와 내용

위대성 교양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 체득시키며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
상교양이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위대성교양은 지속되고 있는데, 3대 세습을 통해 최
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지속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대성교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위대성교양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1959년 이후 김일성 시대에는 수령을 중
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식량배급을 받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위대성교양이 용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고난의 행군’을
거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 중심의 선군사상을 중심으로 위대성교양을 진행하는 상황이
었다.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는 식량배급이 전 주민들에게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군 중심
으로 국가를 운영하지도 않는 상황이 된 것이므로 위대성교양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
었다.
김정은시대에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 최근 진행된 북한 헌법 개정에서 김일성에 대한 수식어였던 ‘민족의 태양’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과 김정일 시대 교양의 핵심 내용이었던 선군사상을 삭제한 것이다. 이
런 변화는 김정은 시대에 수행되는 위대성교양의 내용과 방향에서의 변화와 분명한 관련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은 위대성교양에서 수령의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
다. 2019년 김정은은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를 통해 김정은 시대 들어 변화하고 있는
사상내용의 변화를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성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
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령도자라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는것입니다. 만일 위대
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됩니다. 수령은 인
간과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위대한 인간이고 숭고한 뜻과 정으로 인민들을 이끄는 위대한 동지입
니다.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우러나오는것입니다. 수령의 사
상리론도 인민들을 존엄높이 잘살게 하기 위한 인민적인 혁명학설이고 수령의 령도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그 힘을 발동시키는 인민적령도이며 수령의 풍모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에게 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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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하는 인민적풍모라는것을 원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알게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위대성교양의 내
용을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관통시켜야 합니다(로동신문, 2019.03.09.)

5대 교양 중 위대성 교양은 북한에서 모든 사상교양 사업의 중심이 된다. 구체적으로

위대성 교양에서는 ‘백두산 위인’(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사상과 업적을 공유하고 그를
따라 살자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즉 위대성 교양 사업의 근본 목적은 사회의 구성원들
이 오직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 행동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도자의 위대
함을 강조하는 위대성 교양이 5대 교양의 핵심이다. 지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교양은 북
한 주민들이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믿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갖
게 만드는 것이다.

2)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의 의미와 내용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은 북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의 부
강과 번영을 위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헌신하도록 독려하는 교양 사업이다.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은 말 그대로 김정일이 지녔던 애국심을 주민이 따라 배우는 사업이다. 과
거에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언급했지만 김정일 사망 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애국심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양의
주요 요지이다. 이러한 교양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 피와 땀을 바쳐 북한식
사회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로동신문, 2012.08.03.).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생활에 발을 붙이고 하여야 합니다. 애국심, 애국적행동을 나무를 심고 가
꾸는데서, 특출한 위훈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일터, 자기 초소를 사랑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주의락원이 일떠서게 되는것입
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 진취적인 사업태도와 일욕심이 곧 애국주의의 발현
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애국주의교양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로동신문, 2019.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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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처럼 국가의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국가를 지키고, 미래의 번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김정일 애국주의의 핵심이다. 김정일 애국주의는 국가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로부터 시작한다. 김정일 애국주의에서는 실천 활동이 매우 중요하
다. 김정은 위원장은 애국이라는 것이 일종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자기 집 앞, 가족
간의 사랑, 고향과 일터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한
다고 보았다(로동신문, 2012.08.03.).

3) ‘신념교양’의 의미와 내용

신념 교양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의 유지와 계승의 과정에서 이 길이 올바른 방향임
을 확신하는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 신념은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과 진리성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러
한 신념교양을 통해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가 의도하는 ‘혁명과 건설’에
바치는 혁명가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북한 주민은 이 신념을 가질 때만이 어떠한 난
관과 시련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북한 당국이 주장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명예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사회 구성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 혁명적
신념의 핵심이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언급하는 사회
주의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길이며, 많은 도전을 이겨내야 하는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과정에 신념이 없다면 장기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념
교양에서는 사회주의의 우월함, 승리의 낙관과 필연성을 확실한 것으로 여긴다. 최종적
으로는 사회주의가 승리하며 주민이 이에 헌신하겠다는 기풍을 사회 전 분야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4) ‘반제계급교양’의 의미와 내용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사회주의적인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제
계급 교양의 핵심이다. 반제 계급 교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반제국주의, 반미국,
반일본 교양과 남한(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세력’을 반대하는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북한 당국은 과거부터 체제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호명하면서 주민에게는 경계심
208

Ⅲ. 김정은 시대 주요 교육 정책 동향

과 적대감을 갖게 해왔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
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삶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지금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
로 무장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고있지만 우리가 사회주의수호전, 반미대
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면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승리, 사
회주의의 승리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김정은,
2016: 2-3).

위에서 언급한 반제 교양과 함께 사회주의에서 비판하는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
하는 계급 교양도 반제계급 교양의 중요 내용이다. 아울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나름대
로의 관점을 가지고 전쟁관(인식과 대처)을 갖는 것 역시 교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
로 여기고 있다.

5) ‘도덕교양’의 의미와 내용

북한에서 도덕은 양심에 의해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행동규범이다. 도덕 교양
은 “행동규범들을 사람들 속에 정확히 인식시키고 그 요구대로 살며 일 해 나가도록 하
기 위한 사업”(로동신문, 2019.08.24.)이다. 북한에서 사상과 도덕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해 사상이 건전해야 품위 있고 수준 높은 도덕적 품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에 근거를 둔 도덕이 ‘집단주의 도덕’, ‘사회주의 도덕’이라면, 불
순한 사회의 도덕은 ‘개인주의 도덕’, ‘반동적인 도덕’이 된다.
북한의 도덕교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사람들이 도덕 품성
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 품성이 지식수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단기간에
갖출 수 없다는 게 북한 당국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도덕 교양을 긍정적
모범의 형태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모범을 통해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 감화가 가지는 효과이다(로동신문,
2019.08.24.).

도덕 교양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북한의 신세대, 즉 ‘새 세대’에 대한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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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도덕 교양뿐만 아니라 북한이 5대 교양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젊은 세대는 외부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관심이 국가의
사회통제와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 동력이면서 때로는 사회를 위태
롭게 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이들을 사회의 역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
인 교양 사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허무맹랑한 사상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 실생
활에 결부된 교양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교양을 통해 북한 당국은 새세대들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역군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로동신문, 2018.01.06.).
신세대를 교양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서 중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교수방법과 자료이다
(장경화, 인민교육 2016-6: 7-8). 『인민교육』에서 우선 강조하는 것은 교수내용과 밀접

한 5대 교양자료의 정확한 확정이다. 자료의 확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의 제목이나 시
간별로 교양 목적에 뚜렷한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자료
선택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좋은 자료인지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단순히 주입식 교양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5대 교양자료를 특정
시점과 분위기에 맞게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교양자료는 오
늘의 시대정신과 현실에 부합해야 당이 요구하는 방침에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
이 북한 측의 주장이다. 끝으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의 교양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젊은
세대를 겨냥한 교수방법과 자료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5대 교양 사업이 제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과업은 자료수

집이었다(교육신문, 2015.02.05.). 기존의 교양 자료가 충분히 쌓여 있었겠지만 『교육신
문』에서는 자료수집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기존의 관습적인 자료보다는 북한 젊
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자료 활용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라. 5대 교양이 김정은 시대에 제기된 배경
김정은 시대 출범부터 5대 교양이 정식화된 것은 아니다. 2014년 2월 25일 제8차 사
상일꾼대회의 폐막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서 당시 김정
은 제1원장은 교양에 관한 여러 입장을 밝혔다. 이때의 교양은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
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이었다. 이 연설 이후 ‘제8차 사상일꾼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2월 26일)’, ‘제8차 사상일꾼대회의 정신을 출판보도선전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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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토론회(3월 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
당겨나가자’에 관한 중앙연구토론회(3월 27일)’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교양의
주요 내용과 방법이 다듬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2014년 10월 백두산 답사를 통해 제기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김정은, 2015)’, 2014년 11월 3일과 4일에 열린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대대정
치지도원대회에서도 당시 최고사령관 김정은은 4대 교양을 강조하였다.

군인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4
대교양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벌리면 전군을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하고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였다(로동신문, 2014.11.05.).

김정은 시대의 5대 교양은 2015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부터 공식화되었다. 김정은 시
대 교양사업의 출발은 혁명의 주력군인 군대에서부터 점차 저변을 넓히는 모양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위대성 교양을 포함하는 5대 교양을 언급하였다.
이 시기 5대교양의 혁명적 본질은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선군혁명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
양사업이었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
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
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
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로동
신문, 2015.01.01.).

즉,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정권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했다. 하
지만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이 중요하게 요구되면서 5대 교양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교양사업을 종합화, 체계화하면서 사회 발전의 속도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019년 들어 기존의 5대 교양에서 ‘필수 5대교양’을 호명하며 사상교양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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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대교양이 제기된 의미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사상교양은 반제 계급 교
양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전통교양으로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제
국주의와 미국을 반대하는 ‘반제반미’교양과 계급 교양 등은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만 혁명전통교양은 5대교양에서 제외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북한의 사상교양은 각 시대
에 따라 변화를 겪어 왔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사상교양은 ‘선군사상교양’
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선군사상교양도 5대사상교
양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 외에‘공산주의 도덕교양’은 ‘사회주의 도덕교양’으로 변화하면
서 명칭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은 김정일 애국주의 교
양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애국심과 민족주의 정서의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북한에서 사상교양의 핵심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위대성 교양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위대성 교양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을 앞에
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시대 5대 교양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래세대를 위한 교양사업의 중요성

북한 당국에서 젊은 세대의 교양사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들이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대표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건장한 체력과 높은 과학기술 지식을 체득하였다고 해도 사
상․정식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없다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다.
2018년 11월 8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8

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동맹사업의 핵심으로 하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중 과업 분야에서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이기 위해 5대 교양이 제기되었다. 그들은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더
욱 심화”시켜 모든 청소년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열
렬한 조국애, 불굴의 혁명신념과 투철한 반제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전위투
사로 준비”(로동신문, 2018.11.09.) 시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5대 교양
의 주요 내용이 압축적으로 언급되었다. 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은 위대성 교양, ‘열렬한 조국애’는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불굴의 혁명신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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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교양,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은 반제계급교양, ‘고상한 도덕품성’은 도덕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5대 교양의 확산 및 체계화

김정은 시대 5대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교원이다. 초기에 학교 현장에서 제
기된 5대 교양은 교수방법과 내용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를테면 정규 과목인 ‘혁
명력사’ 시간에 5대 교양을 틈틈이 소개하는 것이 5대 교양의 대부분이었다. 2019년 8월
현재까지 5대 교양과 관련된 정교한 교재나 도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학생들
에게 5대 교양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교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5대 교양에서 교원과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양혜영, 인민교

육 2015-1: 26-27). 즉, 교수를 5대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해설과 설복, 긍정을 통한 감화교양, 대비교양 등 깨우쳐주는

교양방법을 교수활동에 적극 구현하여 교수교양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 교수내용과 밀착된 5대 교양자료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 2. 5대 교양자
료를 교수의 해당 계기와 분위기에 맞게 이용하는 것(수업전교양, 명절, 기념일 교수내용
의 인식 과정), 3. 5대 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는 것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야 하는
것(연혁실, 계급교양실 등), 과외교양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사회교육시설들과
선전교양수단들이 5대 교양사업에 철저히 복종되도록 하는 것(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
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 등), 끝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사상․정신적 면에서 자녀들의
모범이 되고 겨울이 되어야 하며 자녀들에 대한 교양을 짜고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교육신문』에서는 학교 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춰야 할 예의를 언급하면서 교원에 대한 존
경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신문,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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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의 현실적 구성: 위대성 교양의 변화와 자력갱생 교양 강조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참

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를 통해 김정은 시대 들어 변화하고
있는 사상내용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위대성 교양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인간적인 지도
자의 풍모를 중시하였다. 즉, 수령과 주민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며 신비화의 영역도
아니라는 것이다.

위대성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
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령도자라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는것입니다. 만일 위대
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됩니다. 수령은 인
간과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위대한 인간이고 숭고한 뜻과 정으로 인민들을 이끄는 위대한 동지입
니다.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우러나오는것입니다. 수령의 사
상리론도 인민들을 존엄높이 잘살게 하기 위한 인민적인 혁명학설이고 수령의 령도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그 힘을 발동시키는 인민적령도이며 수령의 풍모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에게 멸사
복무하는 인민적풍모라는것을 원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알게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위대성교양의 내
용을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관통시켜야 합니다(로동신문, 2019.03.09.).

교양활동에 대해서도 실생활 중시의 교양, 추상적인 선전의 배제를 주문하고 있다. 김
정은 위원장은 어떤 추상적인 선전, 형식주의 보다는 실생활에 기초한 사상교양을 강조
하고 있다. 아울러 5대 교양과 함께 ‘자력갱생 교양’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이 현실화되는 것은 외부의 거시적인 변화와 북한 내부의 국가발전전략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다(조정아, 2019: 4). 현 북한체제는 정치사상적 측면의 교양보다 과학기술
을 통한 경제발전 독려가 더 필요하다. 물론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안정적 이행과 내부
강화를 위해 정치사상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북한 당국 차원에서 어느 정도
체제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교육의 무게중심은 국가가 지향하는 발전전략
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치사상이라는 포괄적인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현재의 북한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바이다. 지도자
의 존재를 현실화하면서 지도자와 주민이 공통의 목표인 경제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것,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사상 교육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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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현장에서의 5대 교양 강조와 수업과의 결합
5대 교양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실제 교양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

로 교양이 이루어질 것인가, 국가가 5대 교양 사업 독려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의 여부이다. 먼저 교육전반을 책임지는 내각에서는 5대 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
대 교양을 사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국장 한성일:대학들과 각급 학교들에서 정치사상교육을 확고히 앞세우고 모든 학과목교수에서 위대
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５대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겠다.그리고 학생들이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빨리 체득하고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실리있고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려고 한다(로동신문,
2018.01.09.).

학교 교육에서도 5대 교양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5대 교양
도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다만 5대
교양의 현실적 적용을 언급하는 내용이 <인민교육>에서 확인된다.

실례로 2학년 국어 제1과 《공화국기발》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세워주시고 우
리 나라 기발도 그림까지 그려보시며 완성시켜주시였다는 내용에서는 위대성교양을, 우리 나라 가는
곳마다 공화국기가 휘날린다는 내용과 공화국기에 담긴 뜻을 해설하면서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원
쑤놈들에게는 눈에 든 가시》라는 대목에서는 반제계급교양을, 우리모두 공화국기발을 지키자는 내용에
서는 신념교양을, 공화국기를 지키는것이 최고의 도덕으로 된다는 도덕교양을 진행할수 있다(한송미,
인민교육 2016-3: 70).

5) 학교 밖 조직생활에서의 5대 교양 강조

북한 주민은 누구나 조직생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 7세가 되면 아이들은
학교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소년단을 통해 조직과 집단을 경험하게 된다. 만 14세부터 30
세에 모든 청년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에 가입한다. 소년단은
청년동맹 산하에 속한 소년 단체로 1946년 6월 6일 만들어졌다. 청년동맹은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었다가 조선민주청년동맹-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을 거쳐 2016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소년단과 청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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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 기본임무는 사회주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이 소년단과 청년동맹을 통해 5대 교양 사업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있다.

소년단조직들은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５대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소년단조직을
혁명적인 소년조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학생소년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소년단원들이 분단조직
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조직에서 주는 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을 습성화하
도록 하여야 한다. 토끼기르기와 소년단림조성을 비롯한 좋은일하기운동을 적극 벌려 이 과정이 소년
단원들에게 애국심과 집단주의정신,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로동신문,
2019.06.06.).
전국청년동맹 ５대교양해설대경연이 １５일부터 ２０일까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진
행되였다. 각 도경연들에서 당선된 １０여개 단체의 청년동맹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이 여기에 참가
하였다. 경연에서 참가자들은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청년들이 새 기술
의 개척자, 새 문화의 창조자, 대비약의 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도록 ５대교양해설대활동을 활발
히 벌려오는 나날에 체득한 참신하고 다양한 경제선동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였다(로동신문,
2019.03.21.).

김정은 시대 들어 후계 세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집권 초기인 2012년 6월 6일
당시 김정은 부위원장은 소년단 창립 66주년을 맞아 직접 참석해, 축하연설까지 하였다.
1994년 6월 소년단 제5차 대회 이후 북한의 지도자가 소년단 행사에 참석한 적은 처음

이었다. 2016년 8월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23년 만에 열린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석
해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북한 당국은 학교 과정에서의 5대 교양과 더불
어 별도의 조직인 소년단과 청년동맹에서도 5대 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5대 교양은 학교교육과 별도의 정치조직인 소년단과 청년동맹에서 이루어진
다. 이 점은 학교조직과 정치조직 모두를 중시하는 북한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 경제난, 식량난,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의 정치사상 교양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했고, 조직의 이완을 경험했다. 김정은 시대의 5대 교양은 학교와 정치조직의 복
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5대 교양의 요점은 정치사상이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
의 발전에 기반한 경제교양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시대 변화와 함께 교양의 강조점
도 달라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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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결론: 요약 및 제언

요약 및 북한교육의 변화 전망

김정은 정권은 이전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확산을 용인하고 그
것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법적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런 사회경제적 개혁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교육사업의

질 개선을 통한 ‘인재강국’실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제시하였는데(김지수, 2017:
1), 그 기준으로는 교육의 ‘세계적 추세’나 ‘세계적 수준’을 강조하고 있다(김지수, 2017:
8). 이런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방향은 교육의 여러 분야 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 교육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기존의 9개 교과목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
을 1개의 통합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놀이교육을 강
조하며 아동중심의 교육활동을 추구한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통합교육과
정과 종합놀이교육의 도입은 유치원 교육을 세계적 추세에 맞추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과목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 관련 교과가 없어지고 통합교육과
정 내에서 정치사상교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초·중등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자 하는 변화와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런 변화는 과학교과에서 통합교과의 신
설, 영어교육 강조, 정보기술교육 강조 등에서 나타나며, 대부분의 교과에서 학습자의 탐
구활동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교과서의 변화도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진과 삽화가 교과서에 포함된 것과 탐구와 사고활동을 촉진하는
학습활동이 많이 포함된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원정책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핵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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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기간을 거치면서 북한은 교원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
했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
정되고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강하
게 요구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학교교육의 질
적 향상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변화된 교육강령(교육과정과 교수안)을 교원들이 잘 집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교원정책이 잘 드러나는 것이 김정은 시대에 새로 제
정된 교원법과 교육강령집행법이다. 이 법에는 교원의 전문성향상과 교육강령 집행의 중
요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교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들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조건 및 환경 개선에서는 북한의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 측면의
노력들이 주로 담겨 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교육의 정보화, 과학화 구호를 내세웠
지만 그 시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국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웠고, 김정은 시대
에 와서 본격적으로 교육의 정보화, 과학화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교육의 정보화, 과학화의 핵심은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 그
리고 교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만드는 것과 같이 학교의 모든 교육시설들 다기능화 하
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학교교육 시설들을 통해서 과학수업도 컴퓨터와 네트워
크를 활용한 가상 실험 등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이 목표가 잘 달성된 것은 아니었고, 북한 정부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인정하는 것(교육신문, 2016.05.12.)으로 보아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목
표로 확인된다.
직업기술교육의 강조에서는 후기중등교육 단계에 새로운 종류의 학교인 기술고급중학
교를 신설한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기존의 북한 보통교육단계에서는
기초기술교육만을 실시하던 것에서 새로운 학교의 종류를 내오면서 직업기술교육을 본
격적으로 실시하는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기술고급중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지역마다 다른 기술고급중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필요에 맞추어 기술인력을 양성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학교이다. 현재까지 설립된 기술고급중학교는 금속, 석탄, 전
기, 화학, 농산, 과수, 수산, 정보기술 분야의 학교들이다.
김정은 시대 학교교육에서 사상교양의 변화도 중요하게 드러난다. 김정은 시대에는 5
교양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교양 등 다섯 가지이다. 이 5대교양에는 북한에서 이전시기에 오랫동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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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던 혁명전통교양과 당정책교양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으
며, 수령의 위대성교양에서도 수령의 활동을 신비화하지 말고 수령의 인간적 풍모를 교
양의 핵심으로 삼으라는 변화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김정은시대 교육의 변화를 기초로 앞으로 북한의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갈지에 대한 전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교육과정 개정으로 시작해
서, 교사역량 강화, 직업 기술교육 강화, 사상교양에서 정치적인 내용의 약화 등으로 예
상된다.
우선 교육과정은 획기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3년 교육과정 개정은
김정은시대 초기에 진행된 관계로 김정은정권의 교육개혁 정책이 완전히 정리되어 반영
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북한은 곧 교육과정 개정을 새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
다. 새로 개정될 북한의 교육과정은 이전 것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
는데, 특히 세계적 추세를 따라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되며, 통합교과
를 확대하는 모듈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실현의 핵심은 교사들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
권은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교원연수의 획기
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교원들의 해외연수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는 김정은 시대 교육개혁의 수행자로서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
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기술교육의 강조와 기술고급중학교의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북한 지역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기술고급중학교의 확대가 제한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의 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고
급중학교의 비중은 줄어들고 기술고급중학교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교양의 부분은 북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자 포기할 수 없는 부분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후에도 당분간은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사상교양이 지속되겠지
만 위대성교양과 같은 부분은 지도자의 인간적인 풍모를 강조하는 것이 많아지는 방향
으로 내용의 변화가 예상되며 도덕교양이나 애국주의교양과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교양
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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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 협력 주제 및 방안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잘 진행될 수 있다. 낮은 수준이라도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교류가 가능한 것이고, 상호 존중과 공존이 전제되어야 협력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교육이 체제수호의 마
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쉽게 진행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의 신뢰 관계가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뢰가 구축되어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류의 수준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는 우선 학자들 중심의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교원 교류는 제한
된 수준에서만 가능하고 대중적인 교원 교류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학생 교류는 아주 어려
운 문제인데, 북한의 경우 사상교양이 어느 정도 완성된 성인들 수준에서만 남북 교류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사상교양을 받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 수준에서의 남북 교류를 받
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가 낮은 수준에서의 남북 교육교류는 해외의 제3국을 활용한 학술 교류가 일단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나 국제워크숍 등에서 남북
이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의 문제의식과 연구 성과를 나누고 경험을 들어보는 것이다.
신뢰 구축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남북이 직접 만나 교육에서의 다양한 관심
주제들에 대해 학술적인 성과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공존의 분위기가 높아지면 본격적으로 남북의 교육협력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호 관심이 일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한적이라도 공동의 성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나아간다면 외국어나 기술교육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연
수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서는 공동의 연수원이나 공동
의 학교를 개성이나 DMZ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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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북 교육분야 교류 협력의 영역별 주제
남북이 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한다면 상호간에 관심을 가진 정책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북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분야의 중심 영역들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영역 별로 연구된 내용을 기
초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별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유치원 교육

종합놀이교육을 활용한 유치원 통합교육의 방안
-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STEM 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

- 교원정책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원연수의 최신 경향
- 교육 조건 및 환경 개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가상 실험 환경 구축
- 직업기술교육

후기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기술교육에서 학교 교육과 현장 실습과의 결합 문제
- 사상교양

도덕교육에서 지식교육과 실천활동의 효과적인 결합 방법

나. 남북 해외 학술교류
남북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외에서의 남북 학술교류는 가능하다. 남북 간
의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라 해외의 주체가 학술행사를 주최하고 그 행사에 남북이 각각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인 남북관계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 남북관계가 아주 좋지 못할 때에는 이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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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술행사를 통한 학술교류도 지속성을 기초로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에 주력하
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정기적인 해외 학술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북한의 학
자나 담당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만나는 것과 두
번, 세 번 만나는 것은 관계에서 신뢰의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문제이며, 북한의 경우
학자나 관료가 전문 영역이 정해지면 영역을 바꾸지 않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아두는 것이 이후 상황
의 변화에 따라 교류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남북 해외 학술교류는 남북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인데,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고려해볼 때 가능한 영역으로 유치원교육, 교육과
정 개정, 교원전문성 향상, 학교교육시설 개선, 직업기술교육 등이 있을 것이다.

다. 남북 공동학술회의 개최
남북의 관계가 호전되면 교육 분야에서 남북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에 대해
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통합교육과정과 종합놀이교육 활용,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
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개발,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후기 중등교육 단계
에서의 직업기술교육 발전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남북이 함께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행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교육개혁 결과들을 보면 남한과 유사한 형식으로 변한 것들이 상당히 있
으며,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도 남북이 비슷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사상교양과 같이 예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동의 발전을 위한 교
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남북 공동 워크숍 개최
남북의 교육교류가 활성화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남북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
는 주제 영역들의 교육전문가와 교원들이 워크숍과 같은 공동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내
고 그것을 각 각 운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 공동 워크숍이 가능한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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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치원 단계에서 종합놀이교육을 통한 관계증진 교육안 개발 워크숍이나 대학생들 대
상의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회화 교육안 개발 워크숍, IT기반 시설을 활용
한 가상실험 과학교육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공동 워크숍을 통해 개발된 단기 교육안은 남북의 교육기관에서 각각 실행을 거
친 후 공동 평가 작업을 진행하여 교육 개선 워크숍을 연속적인 사업으로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공동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남북의 전문가들 사이에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남북 평화공존의 단계에서 이후 통일의 단
계로 넘어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남북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남북의 신뢰관계 수준이 높아지고,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북 교육협력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교육협력의 초기 단계가 공동 워크숍을 통한 단기
교육안 개발이라면, 다음 단계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남북이 공동으로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정도 실행할 수 있는 장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보는 것이다. 이런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는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동개발진 구성과 연구, 공동개
발, 연수 등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단계를 거쳐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표 Ⅳ-1 > 남북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단계(김지수, 2014: 26)
내

용

비

고

1단계

공동 개발진 구성

남북한 교과별 전문가들로 공동 개발진 구성

2단계

교육 현황 공동 연구

남북한 교과 용어의 차이, 교과 진도의 차이 등 조사

3단계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4단계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개발된 공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남북한 교사 연수 실시

5단계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실행

남북한의 시범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단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시범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7단계

교육 프로그램 수정 보완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교육 프로그램 수정 보완

8단계

교육 프로그램 실행 확산

수정 보완된 교육 프로그램을 남북한 학교에 확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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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남북이 최근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수학, 과학, 외국어, 컴퓨터, IT교과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중등교육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프로그램, 후기 중등 직업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기술
실습 프로그램, 탐구활동을 통한 수학 기초개념 학습 프로그램,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과
학의 기초개념 학습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남북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남북의 교육 전문가, 교원들이
자주 만나서 공동개발진 구성부터 연구, 개발, 교사연수, 실행, 평가, 보완, 확산 등의 과
정을 거쳐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 개발되는 과정은 남북의 교육전문가
와 교원들 간에 신뢰와 공통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평화공존과 이후 통일의 과정에도 긴
요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 남북 공동 교육기관 운영
남북의 평화공존 상태가 장기화되고 신뢰관계 수준이 높아지는 단계에 이르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공동운영 교
육기관은 처음부터 학교를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고, 교원연수 기관이나 단기 양성기관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이 처음에는 세워져서 이후 그 교육 기간이나 교육과정
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나 DMZ에 기숙시설을 가진 교육기관을 설립한다고 가정해본다
면, 이념적인 교육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주제들을 다루는 연수 기관들을 설립하여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원들을 위한 연수 기관을 설립해서 영어회화 연수, IT나
멀티미디어 활용 연수, 놀이를 활용한 유치원 교육 연수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협력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된다면 개성공단 같은 곳에 직업기술학교나
과학기술대학 등을 세워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학교들은 이념적인 교육과정
은 배제하고 과학기술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남북이 합의해야만 운영
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되면 가능성이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동 교육기관 운영의 경험은 실질적인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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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it aims to review and analyze the
goals of the DPRK’s new education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The Kim regime
has set out a new direction for its education policy that markedly differ from that
of its previous regime, calling for a systematic analysis. Seco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each element of the education reform.

Areas examined in this study

are changes in kindergarten education program, new curricula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eacher quality and compensation policy, improvements in
educational environment, emphasis on vocational training, and changes in ideological
studies. Lastly, given heightened interest in peace on the Peninsula, we aim to
propose ways to facilitate active interaction and cooperation in the area of educ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 Social Change and Education Reform in the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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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damental shift in politics and economics under Kim Jong Un’s leadership
in DPRK has also swept through the area of education. The administration has
abolished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the symbol of its previous regimes’
military-first policy. Under its ‘in-our-own-style economic management policy,’
the new governance system now revolves around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manifesting the country’s pursuit of a new economic system that mixes elements
of both planned economy and market economy. The country now formally
acknowledges with attempts to institutionalize the role of market economy even
in education through enactment of laws such as Teachers Act and Vocational Training
Act. With the overarching goal of achieving high-level science and technology
proficiency for all of its citizens, the education reform involves developing new
school system and curricula, revamping teacher quality and industry-specific
workforce policy, and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chool facilities.

What deserves special attention in Kim Jong-Un era’s education reform is a new
focus on development of student capabilities through exploratory programs and
industry-specific education in middle schools.

This is one of the most radical

changes along with acknowledgement of a market system in the country’s economy
and introduction of differential wage system made under the current regime. The
DPRK has introduced the element of competition for the purpose of inducing higher
quality of education, and this is likely to bring about even more competition within
the country’s education system.

▢ Key Changes in Education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 Kindergarten Education
The DPRK’s kindergarten program, previously consisted of 9 subjects, now has
been integrated into one comprehensive curriculum. This new integrated curriculum
stresses real-world situations and implications, a marked shift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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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oriented learning in the past. It also adopts play-based comprehensive
approach that emphasizes children-centered education activities.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curriculum and comprehensive play-based education is an attempt
to keep pace with the global trend in education. Separate subjects on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have been abolished and replaced by learning political
ideology within the boundary of the new integrated curriculum.

-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new curriculum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lso places a manifest
emphasis on producing world-class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and on keeping
pace with the global academic standards. Such change is well demonstrated in
the new curriculum’s focus on English education, international dynamics in social
science, science and modernization, more hour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use of multimedia for effective teaching. The new curriculum also stresses
facilitating development of students’ explorative capacities and critical thinking.
Accordingly, students are asked questions that stimulate expansive thinking as well
as encouraged to formulate integrativ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toward an
issue. Such fundamental shift in approach is most evident in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ive and interdisciplinary subject in the area of science education. Textbooks
also have undergone major revision and now contain far more pictures and graphics
as well as academic activities, all aiming to facilitate students’ explorative and critical
thinking.

- Strengthening of Teacher Quality and Compensation Policy
The DPRK’s new teacher policy prioritizes enhancing teacher credentials and
providing them with sufficient means to maintain stable livelihoods. The country
had faced a severe shortage of teachers during the period of the so-called Arduous
March, and Kim leadership took explicit measures to secure qualified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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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eachers and to provide them with better wage and better social prestige. What
these changes aim at is quality school education by ensuring teachers’ faithful
implementation of new education directives (as embodied in new curriculum and
teaching plans). The new emphasis the Kim leadership intends is well demonstrated
in the newly legislated Teachers Act and Education Directive Enforcement Law.

-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chool Facilities
The initiative of improving school as well as and general learning environment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better educational facilities. Although Kim Jong-Il
also intended to bring element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cience into education,
the economic constraints during that era limited expanded implementation of the
initiative beyond the major cities. The same initiative is in the process of realization
in the Kim Jong-Un Era so far in the form of providing network and computers
and making classroom environment multi-functional. New classroom environment
is designed to boost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means such as virtual experiment
using computer and network in a science class. Though a government-led initiative,
however, it has been materialized largely through sponsorship of community
organizations and parents donation, thereby resulting in substantial disparities among
local communities and schools. However, since the DPRK government has previously
admitted the presence of urban-rural area disparities in educational infrastructure
(Education Newspaper, 2016. 5. 12), such trend is likely to intensify in the coming
years.

- Emphasizing Vocational Education
Emphasis on providing vocational training as part of formal school education
has been materialized primarily by means of establishing a new kind of school,
Advanced Skills Middle School. Provision of serious, needs-specific vo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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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ew type of school marks a clear departure from its former general education
program which only offered basic skills training. Being the DPRK’s new model of
producing technological talents to meet diverse human resources needs across the
country, Advanced Skills Middle Schools offer specialized, region-specific vocational
curricular in the fields of metal industry, electricity, coal industry, electricity, chemical
engineering, agriculture, pomiculture, fishe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 Changes in Ideological Education
Study of ideology in the DPRK’s education program refers to learning activities
that shape students’ belief system such as world view and ethical values. The Kim
Jong-Un regime emphasizes 5 core values: Kim Jong-Il patriotism education, faith
education, anti-hierarchy education, and ethics education. Two of the most notable
aspects of the new approach are 1) that learning about revolutionary tradition and
party policy are not part of the 5 core values, and 2) that the component of greatness
education highlights the human side of the Great Leader rather than mystifying
the Great Leader’s activities.

Such change in ideological education is believed

to reflect the new economic realities in which most of its people rely on their
labor and market for sustenance. Needless to say,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country’s previous leader-centric economic system in which all its citizens received
food based on its central rationing system.

▢ South-North Cooperation in Education
- Academic Interactions through Overseas Academic Conferences
Even in times of strained relations, overseas academic conferences can serve
as potential venues for South-North interaction and cooperation.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at these academic conferences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establishing a functional trust base that can be strengthened through continuous
and sustained interac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s scholars. As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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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cholars in North Korea are known to rarely change but maintain their specialty
areas, building acquaintances and a trust relationship can prove especially invaluable
in raising the level of South-North interaction depending on changes in the future
relation.
South-North overseas academic interaction could first start in areas of mutual
interests such as kindergarten education program, curriculum reform, raising teacher
capacity, improving school environment and vocational training.

- Hosting Joint South-North Academic Conferences
Improvements in the South-North relations may enable hosting a joint academic
conference in the future. Areas of recent academic interests on both sides are
developing capacity-centered curriculum, play-based comprehensive kindergarten
program, harnessing IT to enhance teacher capacity, renovating school facilities
to enable use of cutting-edge technology and providing vocational training in
advanced secondary education.
Except for politically sensitive ideological education, hosting a joint academic
workshop on any one of these subject is expected to ameliorate the South-North
relations and contribute to better school education on both sides of the Peninsula.

- Hosting Joint South-North Workshops
Should overall South-North relations allow, a joint workshop can serve as an
arena where teaching professionals from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can participate
in and collaborate on projects of mutual benefit. Products of such joint efforts
can be applied to schools on both sides and provide further opportunities for
continuous feedback. Potential areas for such joint workshop include developing
play-based comprehensive kindergarten curriculum, teaching presentational English
skills for college students and virtual science experiment using IT-based facility.
Such joint efforts will produce opportunities to build a trust base among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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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rth’s teachers and other teaching professionals and will certainly redound
to advancing the relations to peaceful coexistence and eventual unification.

- Developing Common Education Programs
Once a functional level of trust is established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ith a mutual aspiration for peaceful coexistence, a common education program
can be put in place. While joint workshops can produce phase-by-phase curriculum,
common education program is mid- to long-term programs to be implemented
over a semester or an academic year. Potential areas for common education program
include math, science, foreign language, computer, and IT subjects.
Development of such joint education program can be achieved through joint
participation in a process ranging from formulating a program development team
to program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eacher training, to pilot implementation,
evaluation, modification and expansion.

These experience will facilitate building

a sense of trust and unity and thus to peaceful coexistence and the process of
reaching unification.

- Operating Joint South-North Education Institutions
Sustained peaceful coexistence based on a solid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an give rise to opportunities for an academic institution established and run
jointly by the South and the North. Such institution in the beginning can serve
as a special venue for joint teacher training and later can be expanded to take
up other role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or science technology university
possibly first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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