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 제재 분석* 
_W국어 1-1~(19861， w국어 1-2，J(↑985)톨 중심으로 

김양회” 

1. 서론 

본고는 북한 교과서 『국어 1-1J)과 『국어 1-2.11 교과서를 대상으로 제재 

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북한의 언민학교 1학년 교과서는 1m)년대 

들어서 『국어 인민학교 l.!l로 통합되기 전까지， 문자지도를 중심으로 한 

『국어 l-l.!l과 과체제를 취한 『국어 1-2.!l의 두 종의 교과서로 구성되었 

다.1) 이 논문은 『국어 l-l.!l(교육도서출판사 1쨌)와 『국어 !-2.!l(교육도서 

출판샤1됐)를 대상으로 북한인민학교 국어교과서의 제재와 내용을 검토 

하여 북한국어교과서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국어교육의 목적은 김일성에게 충직한 혁명전사를 기르기 해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연구지원에 의해 쓰여진 것임(과제명: 근현대 민족 
어문교육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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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W국어 인민학교 b로 통합된 연도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단지 1때년도본이 『국어 

l-b , W국어 1-2J체제로 편재되어 었고 l뼈년본 『국어 인민학교 IJ 교과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Xl년과 1잃년 사이에 통합교과서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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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사상으로 무장시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국어교과서의 제재는 사 

회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올 채돼하고 있다'，2)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적인 제재에는 대개 주체적 문예이론이 반영되 

어 있다. 즉，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형상화의 대상으로 삼아 @낡은 것 

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2)착취계급과 착취 사회에 반대하는 투 

쟁，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모든 사랍들이 잘 살도록 하는 투쟁 

을 형상화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3) 

2, Ii국어 1-1.!1의 제재 분석 

1) Ii국어 1-1.!l의 문자지도 제재의 구성 내용과 톡성 

『국어 1-1.!l 교과서는 문자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었다. 효과적인 문자지 

도를 위해 짧은 단어나 어절 문장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 

어 었다. 북한의 문자지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되어 있다. 

인민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인 『국어1-1.!l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4) 

1. 기본 모음 익히기 

(1) 기본모음 ‘ l- /F/ì/~/괴피τ/π1-/1 ’에 자음올 합쳐 옴절올 만들 

2) 최현섭 • 이언제 • 최영환{l쨌)， r남 • 북한 초둥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1，역락;63-65 

면. 
3) 이언제 (l쨌)，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학파 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94면 참고 

4) 허재영(:m2)， “남북한 초둥학생 문자 • 발옴 지도 비교"( r인문과학논총」 제æ집， 건 

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률 참고하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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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음절이 들어간 낱말을 익히고， 옴절로 이루어진 문장올 익힌다. 

2. 기본 자음(예사소리) 익히기 

(2) 기본모음과 결합되는 자음의 순서는 ‘ 。/'/L/C/2/口/님/λ/7'/송/ 

이다. 하나의 글자를 익힐 때마다 그 글자로 시작하는 짧은 단어릅 제시한다. 

예) 

고기 

l 누7뉴가 이기나 누나 노 

그기 ! 아가 

버
 

거겨 l 고교 l 구규 

노뇨 l 누뉴 배
 

, 1 가가 

LI 나냐 

(3) 중간마다 복습자료를 제시한다. 복습 자료는 단어와 문장에 빈 칸 口

올 주고 그 안에 알맞은 달자를 넣어 보게 한다. 

예)고떠 누댄 

3. 받침 익히기 

(4) ‘ '/L/근/口/8/A/。’의 순서로 받침올 지도한다. 

예) 

，(기유): 너도나도 모여서 학교로 가요 

약 독 북 수박 

머 
L(니은): 아가야 아가야 고운 아가야 무럭 무럭 자라라 고운 아가야 

도] 
4 거센소리 익히기 

(5) 거센소리 *, 격， E , 표에 기본모옴 10자를 합쳐 글자를 만들고 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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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들어간 단어와 문장을 익히게 한다 

예) * 1 차차 | 처쳐 | 초효 | 추츄 | 츠치 
지도자선생님 보초를 서요 나무총 드시고 보초를 서요 

기차 총 

(6) 예사소리와 마찬가지로 ‘빈칸 채우기’ 복습자료를 제시한다. 

예)챔댄 단덤크 댐아노 

(7) 기본 음절표인 가가표를 제시하여 배운 내용올 정리한다 

5 된소리 익히기 

(8) 된소리 11, EE, 배， 샤 M 에 기본 모음올 합하여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가 들어간 문장을 익히게 한다 

예) 끼 | 까 까 1 꺼 껴 | 꼬 꼬 | 꾸 규 | 끄 끼 | 

우리 땅크 나간다 꼬마땅크 나간다 

까치 토끼 

(9) 복습: 가샤표를 제시하고 빈칸올 채우도록 한다 

예1-]:~ ~ ..L..J.L T π - 1 

끼기 까 

u:: 따 

1:11:1 

λA 싸 

^^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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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받침에서의 된소리 지도: 끼(된기옥)， 샤(된시웃)의 이름을 가르치고， 

그것이 들어간 문장올 제시한다. 

예) 끼(된기유) 샤(된시옷) 

원수님 다녀가신 우리 마을 교시터 동글통글 조약톨 누가누가 닦았나 

원수님 따르는 우리 마음 담아서 알른알른 닦았지 우리모두 닦았지 

6 이중모음 익히기 

(11)‘ H/ -1l, M/~l，셔/너l-l，과/꺼， 내/레’의 순서로 이중모음을 가르친다. 

예) H/ -11: 만경대로 가요 

아버지원수님/ 탄생하신 곳/ 아름다운 만경대로/ 우리는 가요11 

손에 손을 잡고서/ 노래하며 가요」 원수님 어린 시첼배우러 가요11 

괴/껴/-l: 처음 배우신 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 처옴 배우신 말은 《조선》 입니다. 친 

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조선% 하시변 인차 〈조선& 하 

고 따라외우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이시며 나라를 사 

랑하는 마음을 키우시였습니다. (굵은 글씨: 원문) 

7 중화되는 받침 익히기 

(12)c/-^ 

(13) *1격 

(14) E/표 

(15) 효 

8. 겹받침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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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Ã，대'，i'.l ，i'.U，래，í:À，끊，lA， llA, a:, i!교을 가르치고 이것이 들어간 문장올 제시한 

다 

(16) l.-Ã: 이름(니은지옷)을 가르치고 l.-Ã이 삽입된 예문올 익힌다 

고운모래 펴시였네 

은모래 금모빼 보드라운 모~김정숙 어머님/언덕길에 펴시였너lν 

장군님 타신 차17댐 때도 사E펀J장군님 타신 차/오실 때도 사르르1/ 

장군님 그 언제나/편히 앉아 다니시라/어머님은 언덕길에/고운 모래 

펴시였너lν 

(17) 대fi'.l: l..Õ"(니은히융)ji'.l(리올기옥)의 이름올 가르치고 이 겹받침이 

들어간 예문을 익힌다 

(18) i'.U，려，랴，끊'，lÀ，없，표，i!표의 순서대로 이름올 가르치고 이상의 겹받침이 

사용된 본문올 익힌다. 

북한의 문자지도는 자모 • 음절식 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단어 문장식 방법을 근간으로 하는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남한 초둥학교 

국어교과서가 ‘우리， 나， 너’5)이라는 단어를 읽고， 쓰는 데에서 문자지도가 

시작되는데 비해 북한 인민학교교과서는‘아야어 여 오요우유으 이’ 

를 읽고 쓰는 것(모음 익히기)에서 출발하여 기본자음 익히기→거센소리 

익히기→ 음절표(가가표) 익히기→ 된소리 익히기→ 이중모음 익히기→ 

중화된 받침 익히기→ 겹받침 익히기의 순서로 문자지도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문자지도의 경우， 남한과 마찬가지로 그립을 활용하여 자요 음 

절， 단어를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루 그림’과 ‘노루’라는 단어를 연 

속 배열하여 ‘노루’라는 단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북한 

의 문자지도와 관련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겨) 

첫째， 10개의 기본 모음자와 14개의 자음자를 학습하도록 하교 유치원 

5) w국어 읽기 H~(:;ro))， 대한 교과서 주식회샤 6면. 

6) 최현섭，이인제， 최명환(l땐)， 1(l)-1a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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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교과서에 제시한 어휘를 반복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자를 자음 중에서 제일 먼저 학습시키고 있다. 이는 모음자의 

이름 학습 또는 자모가 결합하여 글자를 이루는 원리를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볼수 있다. 

셋째， 문자지도를 위해 제시한 문장이 산문보다는 운문이 많고 내용상 

으로도 김일성 • 김정일올 찬양하거나 반일 • 반미 • 반남한에 관련된 것 

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북한의 『국어 1-1.!l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요소가 문자지도와 더불어 사상교육을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Ii국어 1-1.Jj 제재의 내용과 톡성 

북한 『국어 1-1.!1 교과서는 문자를 읽고 쓰는 데 전면올 활애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과’체제를 두지 않고 낱말을 제시하고 학습한 낱말이 포함 

된 본문을 삽입하는 방식올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삽입된 본문은 

@ 문자지도와 더불어 @ 사상교육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인민학교 국어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교과목 

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학교 국어 교육의 목적은 우리말파 글올 통하여 학생들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혁명적 정 

서와 사고력올 키워주고， 우리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올 갖 

추어 줌으로써 그들올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공산주의 혁명 인재로 키우 

는 데 있다，7) 

7) w인민 학교 교수 방법JOS8'7)， 김형직 사범대학 (박갑수，“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현황과 대책" W국어교육연구~5집o쨌:)， w1l8-151,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 
어교육연구소)얘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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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따르면， 인민학교 국어교육의 목적온 @국어지식습득과 @ 정 

치사상교육올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양성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 

런 목표에 따라 제시된 지문의 구체적인 내용올 검토하도록 하자. 사실， 

국어 1-1에서 의미화 될 수 있는 지문은 ‘받침 익히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고 볼 수 있다. ‘받침 익히기’ 이전 지문은 단어를 포함한 한 문장정도의 

분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어 1-1.!l의 제재명， 내용， 문종은 다음 [표 1]과 같다. 

지문명 내용 a종 

만경대로가요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지인 만정대로 가자 동시 

개선문 김정일선생님이 세우신 개선문 생활글(문답글) 

처음배우신 말 김정일선생님이 처음 배우신 말은 ‘조선’ 전기문 

비밀련락다니셨지요 김일성원수님의 항일투쟁사 동시 

보천보전투 김일성원수님의 항일투쟁사 전기문{김일성) 

올해도풍년 올해도풍년이 들었다 동시 

돌이가부른 노래 
남조선 소년 돌이가 김정일올 찬양하는 노 

이야기글 
래를 친구들에게 가르쳐 줌 

기름나무 심어요 호두나무를심자 동시 

만경대 유회장 만경대 유회장 동시 

고운 노래 펴시였네 김정숙 어머님 칭송 동시 

아이에게 주신 새 옷 김정숙 어머님 칭송 
전기문(김정 
숙) 

머슴아이 머슴 석철이가 지주아들놈올 때려눔힘 이야기글 

유격대와아동단원 아동단원 영철이의 항일투쟁사 이야기글 

욕심만부리다가 메돼지가 욕심올 부리다가 쭉정이를 가짐 동화 

영회의 기쁨 영회가 신문을 잘 읽어 부모님께 칭찬받옴 생활글 

[표 11 r국어 1-1~의 구성 

이것을 교과서에 실린 비중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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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순위 제재문종 제재수 백분율 

동시 6115 4O"Aí 

2 이야기글 3115 3)% 

3 전기문 3115 3)% 

4 생활글 2115 13% 

5 동화 1/15 7% 

[표 낀 『국어 HJ으| 문종 

(1) 동시의 내용 

동시는 전체의 때%로서 가장 많은 비중올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은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사실， 동시라는 형식을 빌었을 뿐 남한의 동시 

와는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다. 북한교과서에 등장하는 동시의 내용을 살 

펴보면 김일성 찬양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1쨌년 판 국어교과서는 읽기/쓰기/듣기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동시가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단지， 

북한의 교수법에서 시 옮기가 시의 사상 • 감정을 지도하여 사상적 내용 

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를 정서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정서적 • 운융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8)을 고려해 볼 때， ‘시’라는 형식을 

통해 인민학교 아동들이 김일성 체제에 대해 정서적인 친밀성올 느끼게 

함으로써， 사상교육올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여겼올 것이라는 추 

론이 가능하다. 

8) 최현섭 · 이인제 • 최영환<19.!l)， W남 • 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연구~， 역락.， 45면. 



252 국어교육연구 재0집 

『국어 1-1.!1에는 “만경대로 가요" “비밀련락 다니셨지요”， “기름나무 

심어요 “올해도 풍년" “만경대 유회장." “고운 모래 펴시였네”라는 제목 

의 총 6편의 동시가 실려 있다. 이 중 “만경대로 가요. , “만경대 유회장”은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와 만경대 놀이시설을 제재로 하고 있는 기행시이 

지만， 시의 말미에는 만경대와 관련된 김일성의 은덕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기행시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기름나무 심어 

요”와 “올해도 풍년”은 각각 호두나무를 심어 생산성을 높이자는 내용과 

풍년이 되어 부모님들이 기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생활시 

역시 “아버지원수님의/높은 뜻 받들고/집집마다 섬어요J기름나무 심어 

요"(“기름나무 심어요")， “해마다/찾아오는/만풍년은요V아버지 원수님/안 

아오시죠"(“올해도 풍년")둥의 시구로 마무리됨으로써， 김일성체제에 대 

한 찬양과 결부되어 있다. “비밀련락 다니셨지요”와 “고운 모래 펴시였네” 

는 각각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김정숙의 너그러운 모성올 찬양한 시이다. 

형식은 대부분 사행시로 옮기나 외기에 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 

며If'국어 l-l.!l에 동장하는 동시는 대개 2연으로 되어 었다. 이는 아직 어 

린 아동들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의 ‘이야기글’으| 내용 

본고에서 ‘이야기글’은 여타의 서사장르-동화 생활글(수필)-와 변별하 

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이야기글’ 은 실재했던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 

으나 실재한 사건처럼 꾸며 구성한 이ψl를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 

다，9) 예컨대 항일유격대에서 일어난 일이내“유격대와 아동단원")， 지주 

9) 최현섭 • 이인제 • 최영환(1잃)에서는 이야기 제재률 ‘전기도 아니고 실화도 아닌데， 

실화 형식으로 표현한 제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본고는 이 논의를 바 

탕으로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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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뚫을 때려눔힌 머슴아이이야기(“머슴아이")， 남한의 어린이를 주인 

물로 설정한 허구의 사건을 실재한 것(“돌이가 부른 노래")처럼 꾸며 쓴 

글올 뜻한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글’이 동시와 같은 비중으 

로둥장한다. 

‘이야기글’에는 사상성이 짙게 가미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남한 어린이인 

‘돌이’가 김정일 찬양노래인 ‘2월의 명절올 노래합니다’를 자신의 친구들 

에게 가르쳐주어 다 함께 부른다는 이야기인 “돌이가 부른 노래”는 남한 

의 어린이들도 북한체제를 동경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 

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글이다)0) 또한 “머슴아이”는 자신을 무 

시하는 지주의 아들을 때려둡힌 머슴 석철이의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인 

민학교 아동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적의를 불러일으키고 공산주의 혁명 

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단원 영철이의 항일투쟁올 다 

룬 “유격대원과 아동단원”은 반일사상을 담고 있다. 

(3) 전기문의 내용 

전기문은 모두 세 편으로 다옴과 같다. 

“보천보 전투”는 김얼성의 항일투쟁사를 다루고 있으며， “처음 배우선 

말”은 김정일이 처음 배운 말이 ‘조선’이라는 단어로 김정일의 애국심올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주신 새 옷”은‘인민에 대한 김정숙 

의 지극한 모성애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김일성은 지도력이 출중한 항일 

유격대장으로、 김정일은 얘국심이 넘치는 총명한 어린아이로、 김정숙은 

인민올 감싸안는 푸근한 어머니 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10) 최현섭 • 이인제 • 최영환<I앉l})에서는 이러한 글올 아동의 생활올 기록한 글로 보아 
생활제째로 분류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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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굴의 내용 

생활글은 말 그대로， 생활올 기록한 글이다. 총 2편으로 “영회의 기쁨” 

과 “개선문”이다. “개선문”은 할머니에게 손자 길남이가 개선문을 구경시 

켜드리는 문답의 형식올 취하고 있는데， 북한의 명물인 개선문을 소개하 

려는 것보다는 “개선문”올 만든 김정일올 찬양하려는 의도가 부각되어 있 

다. “영회의 기쁨”은 글자를 읽고 쓸 줄 알게 된 영회를 보고 기뻐하는 부 

모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제재는 ‘개선문’보다는 실제의 생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공부를 더 잘하여 김일성 • 김정일에게 기쁨을 드 

려야겠다는 영회의 다짐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걸로 보아 사상성(‘김일 

성 체재에 대한 충성심’)올 내재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딩 동호}으| 내용 

동화는 다른 문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중이 낮으며 사상성도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어 1-1.JJ에 실린 “욕심만 부리다가”는 욕심쟁이 멧돼지가 착한 곰 

을 속이려다가 자신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교훈적인 내용올 담 

고있다 

3. Ii'국어 1-2.J] 제재분석 

1) If'국어 1-2.!1의 제재의 내용과 륙성 

『국어 1-2.JJ는 과체제로 구성되어 있다If'국어 l-b 교파서는 문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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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올 맞추었기 때문에 과체제를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었다Ii'국어 

1-2.Jl 교과서는 『국어 1-1.Jl에 비해 이해수준이 높은 글들올 싣고 있다. 

1i'1-l.n과 구분되는 점으로는， 과와 과 사이에 ‘련습’올 넣어 본문에 대한 

이해와 국어지식습득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Ii'국어 1-2dl의 

본문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Ii'국어 1-2.Jl는 총 31과로 다음 표와 같이 구 

성되어 있다. 

과이톰 내용 문종 

보고싶은원수님 보고싶은원수님 동시 

우리 글자의 차례와이름 우리 글자의 차례와 이름 설명문 

곱게 세운울타리 유치원에서 김정일이 울타리를 세워줌 생활글 

개미와매미 게으른 매미와 부지런한 개미이야기 동화 

묻는 말에 대답하기 묻는 말예 대답할 때의 자세 설명문 

꽃리봉 꽃리본 머리끈에 대한 동시 동시 

입학하는날 입학식날 김일성원수가 찾아온 이야기 생활글 

단어란무엇인가 단어의 뭇 설명문 

참배 김일성이 아버지에게 참배를 드림 전기문 

내동생 동생이 자동차장난감올 모는 이야기 동시 

우리 글자훌쓰는차례 글자륭쓰는차례 설명문 

유격대의 나팔수 
유격대의 나팔수가 김일성의 목숨올 

이야기글 
지켜냉 

온 나라 꽃봉오리 인사드려요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범 동시 

짧은글짓기 짧은 글짓기에 대한셜명 설명문 

두아동단원 형님 두 아동단원의 항일 투쟁기 이야기글 

해도해도뜨기전에 어머니를 돕는 어린 시절의 김일성 동시 

글은끊어 읽어야한다 끊어 읽기 설명문 

사철 
사계결에 대한 스케치(사계절 풍경을 

설명문 
묘사하고셜명) 

매미가울면 김정일의 효섬 전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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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톰 내용 

인사말하기 인사의 태도와마음자세 

영웅아저씨 소대장 김창걸의 반미투쟁 

문장이란무엇인가 문장의뜻 

꼬마학교 
어련 김일성이 친구에게 글자를 가르쳐 

줌 

꽃이불 
김정일이 보내준 꽃이불올 덮고 자는 

동생 

토란무엇인가 토에 대한설명 

공부하고싶어요 
남한 어린이 수원이가 월사금이 없어 

학교에서 쫓겨남 

어데까지 왔니 동요 ‘어데까지 왔니’의 개사 

글율려여 써야한다 띄어쓰기 설명 

뜨거운사량을담아싣고 
아픈 어린이를 김정일이 병원으로 데려 

감 

따사로운품에 안겨 
김일성이 순의와 지순에게 함쩨 찍은 

사진올보내줌 

[표 3) ~국어 1-2.>>의 구성 

*22과 ‘다시 쓴 글씨’는 내용누락 

문종 

설명문 

전기문 

설명문 

전기문 

동시 

설명문 

이야기글 

동시 

셜명문 

전기문 

생활글 

이를 토대로 『국어 1-2.JJ 교과서의 문종을 분류하면 다옴파 같다. 

순위 채재문종 쩨재수 백분율 

설명문 11β1 F /o 

2 동시 7/31 22% 

3 전기문 fl.31 1()O/O 

4 이야기글 3/.31 10% 

5 생훨글 3/.31 10% 

6 동화 l저1 3% 

7 기타 1/31 3% 

[표 씨 『국어 1-2.>>의 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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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문의 내용 

설명문은 전체의 ])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명문의 

내용은다음과같다. 

국어 지식 국어사용기능 기타 

글자 {우리 글자의 차례， 이름， 펼순 말하기 。묻는 말에 대답하기 

단어 단어의 뜻 。 인사말하기， 인사의 태도 
|싸우계리나라의 j 

문장 문장의 이해 。짧은 글짓기 
글쓰기 

토 l토의 이해 。글씨쓰기: 띄어 쓰기 
•••••• •-- •••••• •••••••• I 

이 표률 토대로 설명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D 설명문의 내용은 국어지식과 국어사용기능에 대한 것이 두드러진 
다 

@ 객관적 설명이 중심을 이루는 내용에도 김일성 • 김정일의 교시를 

포함하거나， 김일성 • 김정일과 연관시켜 학습을 유도하는 경우가 었다. 

예컨대， 11과 ‘우리 글자를 쓰는 차례’의 경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 

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글씨를 잘 써야 하겠습니 

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로 시작하고 있으며 14과 ‘짧은 글짓기’에서는 

‘례를 들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우리에 

게 행복을 주시였습니다~~와 같은 글을 만드는 것을 짧은 글짓기라고 합 

니다.’라는 예를 들어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국어사용기능 면에서 말하기와 글쓰기의 영역에 비중올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읽기와 듣기 교육은 비중이 낮다. 단， 읽기 교육의 경우는 본 

문에서도 한 과{“글은 끊어 읽어야 한다")를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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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련습〉을 통해 시행되고 었다. 

@ 국어사용기능의 경우， 김일성 •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원리로 제 

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짧은 글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먼저 짧온글은 내용이 좋게 지 

어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글올 하나 지어도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 

지선생님올 우러러받드는 마음이 나타나게 지어야 합니다. (~국어 1-2~ 14 
과 “짧은글짓기") 

우리는 언제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드리는 인사말올 잘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원수님께와 친애 

하는 지도자선생님께 인사를 드릴 때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 

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쟁얼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정 

중히 인사말을 하여야 합니다. (~국어 1-2~ 20과 “인사말하기") 

위 인용문을 통해 드러나듯이 짧은 글짓기를 할 때 김일성 • 김정일에 

대한 존경과 충성을 담아야 하며 인사를 할 때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 

아 김일성 • 김정일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둥 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근본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 ‘토’라는 용어는 ‘단어 뒤에 붙어서 쓰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 

사와 어미를 통칭하고 있다. 

토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이루게 하며 문장의 뜻도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례를 들어 《오늘， 수학시험， 치다， 날〉하고 단어만 써놓으면 

무슨 돗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알맞은 토를 붙여 《오늘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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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시험윷 치는 날월닌단~~라고 하면 그 뜻이 똑똑히 나타납니다. (W국 

어 1-2J 제æ과 “토란 무엇인가")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른바 ‘토’로， ‘토’가 조사와 어미를 통 

칭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이에 덧붙여 “토란 무엇인캐’과에서는 ‘토’의 

기능이 문장을 이루게 하파 문장의 뜻을 명확히 함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낀) 동시의 내용 

동시는 총 7편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제재명 제재수 

반미 ·내동생 

김정일찬양 
· 온 나라 꽃봉오리 인사드려요 

2 
·꽃이불 

·해도해도뜨기전에 

김일성 찬양 ·보고 싶은 원수닙 3 
·꽃리봉 

반일 ·어데까지 왔니 

주제별 비중을 살펴보면， 김일성찬양〉 김정일찬양〉 반미， 반일 순으로 

나타났다. 

김일성 찬양을 주제로 삼은 사들은 어린 시절 효심이 지극한 김일성주 

석의 모습(‘해도해도 뜨기전에’)， 인민들에 대한 김일성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보고 싶은 원수님’ ‘꽃리봉’) 둥 김일성의 인간적 매력올 최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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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킴으로써， 아버지로서의 김일성의 권위를 주입시키고 있다. 

김정일 찬양올 주제로 삼은 사들은 지~A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온 

나라 꽃봉오리 인사드려요’)을 강조하거나， 인민들에게 생필품을 아낌없 

이 주는 김정일의 자애로움(‘꽃이불’)을 강조한다. 

반미를 주제로 한 ‘내 동생’은 숭리호라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 

는 동생을 노래한 시이다. 반미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미국놈 

들 때문에/ 헐벗은 굶주리는/남조선동무들에거V실어7}'려고 ‘아버지원수 

님이 주신 곱고 고운 비단에다 흰쌀’을 승리호에 실었다는 것으로 김일성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남한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반일을 주제로 하는 시 ‘어데까지 왔니’는 구전노래인 ‘어디까지 왔니’ 

를 의도적으로 개사한 동시이다. 

떼 전기문의 내용 

전기문은 총 5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인물 제목 제재수 

김일성 
·참배 

2 
·꼬마학교 

김정일 
·매미가올연 

2 
·뜨거운사량을 싣고 

김창결 ·영웅아저씨 

전기문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창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 배’는 어린 

김일성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꼬마학교’는 가난한 아 

이를 무시하는 부잣집 아이를 보고 가난한 아이에게 손수 글을 가르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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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일성의 유년기를 바탕으로 한 글로， 김일성이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이들의 벗이었으며 효심이 가득한 착한 소년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정일의 전기문인 ‘매미가 울면’과 ‘뜨거운 사랑을 싣고’는 각각 아버 

지 김일성을 위해 매미를 잡은 김정일의 효심을 그리고 있으며， ‘뜨거운 

사랑을 싣고’는 아픈 아이를 손수 병원에 데려다주는 인자한 지도자상을 

그리고 있다. 

전기문에서 특이한 것은 ‘영웅아저씨’이다. 항일유격대의 소대장인 영 

웅 ‘김창걸’을 주인공으로 삼은 글인데 대개의 전기문의 소재가 김일성일 

가 일색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기문과 변별된다. 

(4) ‘이야기글’의 내용 

모두 세 펀의 ‘이야기글’이 실려 있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보 

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꾸며 쓴 글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공부 

하고 싶어요’는 월사금올 못 낸 냥한 어린이 수원이가 학교에서 쫓겨나 

는 이야기인데， “배움의 길을 가로막는 미제와 전두환 괴뢰놈이 끝없이 

미웠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맺고 있다. 이로 보았을 때 이 글은 미국과 

남한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글이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이야기글로 분류한 2편의 글은 ‘유격대의 나팔수’와 ‘두 아동단원의 항일 

투쟁기’이다. 

‘유격대의 나팔수’는 유격대의 나팔수가 적을 유인하여 김일성의 목숨 

을 구했다는 이야기이고 ‘두 아동단원의 항일투쟁기’는 아동단원들이 꾀 

를 내어 일제순사를 죽이고 김일성부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로， 김일성 

의 항일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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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글의 내용 

생활글은 모두 세 편이 실려 있다. 

주제 제재명 제재수 

김정일의 인민사랑 ·곱게 세운 울타리 1 

김일성의 인민사랑 
·입학하는날 

2 
·따사로운품에 안겨 

생활글은 김일성 • 김정일의 인민(아동)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곱게 세운 울타리’는 울타리를 세우지 못해 울상인 아이들 앞에 지도 

자 김정일이 나타나서 도와 주었다는 내용으로， 흐트러진 중심을 세우는 

굳건하고 자애로운 지도자상을 그려내고 있으며， ‘입학하는 날’과 ‘따사로 

운 품에 안겨’는 각각 입학식날 찾아온 김일성 원수의 자애로웅과 학교에 

찾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친히 보내준 김일성원수의 세심한 사랑을 그림 

으로써， 인민에 대한 지도자의 두터운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6) 동화의 내용 

F국어 1-2.!l에 수록된 동화는 한 편에 불과하다. ‘개미와 매미’는 게으 

른 매미와 부지런한 개미에 관한 이야기로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베짱이 

와 개미’로 알려진 동화이다. 이 동화는 “근면”이라는 주제를 지니고 있는 

데，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사상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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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j"국어 1-2J1: r련습」으| 내용과 특성 

‘련습’은 각과의 본문 뒤에 실린 것으로 언어사용 기능 변에서는 읽기， 

말하기， 쓰기의 영역으로1 언어지식영역에서는 단어와 문장의 요소로 이 

루어져 있다 IF국어 1-2.n에는 설명문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련습’이 

첨부되어 있다. 우선 얽기 영역 관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언어사용영역 

@읽기 영역 

。읽기·옮기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읽기 영역의 학습요소는 주로 읽기 

의 형태나 문종에 따른 낭독의 방식이나 낭송과 관련된 것이 주종을 이루 

고 있다.11) 운문형식의 본문 뒤에는 ‘옮기’련습이 산문형식의 본문 뒤에는 

‘낭목하기’ 련습이 제시된다. 

『국어 1-2.n 에서는 동시를 끊어읽고 높낮이 부호에 맞게 옮는 방식이 

주종을 이룬다. 이를 포함하여 읽기와 관련된 지식으로는 ‘동시 • 동요 끊 

어읽기의 방법， 높낮이 부호에 맞게 옮기， 읽기 부호에 맞게 옳기，’둥이 있 

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1) 이인제 · 민병곤 • 이재기(2(α). “북한의 원기 교육 현황 분석-교수요강 및 교과서 
를 중심으로 ", 211면독서연구」 제7호， 때-z:힘연， 한국독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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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과 
꽃리봉 

학교로가는 길에 

노랑나비 팔랑팔랑 
내 머리의 빨간리봉 

꽃인줄아나봐요 

달려가다돌아봐도 

따라오며 팔랑팔랑 
꽃밭에는가지 않고 

나만자꾸따라와요 

원수님 보내주신 

꽃리봉 곱고고와 

어디 한번 앉아보자 
자꾸자꾸따라와요 

련습 
1-2번 생략 

3. 다음 시련올 끊기 부호에 맞게 옳으시오 

학교로가는 길에/ 

노랑나비 팔랑활랑/ 
내 머리의 빨간 리봉/ 

꽃인줄 아나봐요J// 

4. 다음 시련을 높낮이 부호에 맞게 옳으시오 
-•, 

달려가다돌아봐도 
\、

따라오며 팔랑팔랑 
-•, 

꽃밭에는가지 않고 

\ 
나만자꾸따라와요 

5. 다음 시련을 읽기부호에 맞게 옳으시오 
-+ 

원수님 보내주센 
\、

꽃리봉 곱고 고와/ 
-+ 

어디 한번 앉아보자/ 

S 
자꾸자꾸 따라와요J// 
(했 /높게， \낮게， →높지도 낮지도 않게) 

『국어 1-2.1의 6과에는 ‘꽃리봉’이라는 시가 실려 있고， 이 시에 이어서 

제시된 ‘련습’ 교재에는 모두 5가지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생략한 

1, 2번은 발음 • 표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3， 4， 5번은 읽기 부호를 고려하 

면서 주어진 자료를 옳게 하는 학습과제로， 시의 내용과 분위기 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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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교과서집펼자가 미리 표준화해 놓은 억양 둥올 살려 시를 낭송하 

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12) 이러한 시 옳기 학습은 시의 주제를 ’ 

내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상을 고양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 

고 할수 있다. 

。발음·표기 

읽기 교육 내용 중에는 문화어의 발음과 표기와 관련되는 학습 요소가 

있다. ‘글자를 바르게 읽고 쓰기’. ‘발음대로 쓰고 틀린 글자 고치기’둥이 

제시되어 있다 

@쓰기 영역 

북한의 쓰기 학습 요소는 크게 맞춤법 문장부호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맞춤법 관련 학습요소는 @문장에서 툴린 글자 고치기，(2)바르 

게 표기한 단어 찾기，@띄어 쓰기 규칙에 맞게 고치기 둥으로 구체화된 

다. 

예컨대， 3과 ‘곱게 세운 울타리’의 련습문제 4번은 ‘되지 안아， 혹묻은， 

꼼삽， 끔내， 어떳게， 굿게’를 제시하고 툴린 글자를 고치도록 하고 있으며， 

31과의 련습문제 4번은 ‘순의와지순이는너무좋아깡충깡충뛰였습니다.’를 

띄어쓰기에 맞게 고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다옴으로 문장부호에 대한 학습요소는 문장부호의 이름과 쓰임알기， 

문장에 알맞은 문장부호 넣기 둥이 있다. 

@ 말하기 영역 

말하기는 ‘이야기하기’와 ‘말하기’로 나쉰다. ‘이야기하기’는 CD밑줄을 

12) 최현섭 • 이인제 • 최영환(l때1)， 127-1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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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은 말을 자기 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는 방식과 @차례를 바로잡으면 

서 이야기하는 방식，@본문을 읽고 느낀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체 

화된다.CD과 @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 

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 대개 사상성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남한 어린이 수원이가 월사 

금이 없어 쫓겨나는 이야기인 'l1과 ‘공부하고 싶어요’의 련습문제 3은 다 

음과같다. 

3. <t공부하고 싶어요〉에서 수원이가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난 것을 통하여 느낀 점을 다음 차례에 따라 이야기하시오 

수원이는 몹시 공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월사금을 물지 못하여 학 

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는 이것올 통하여 남조선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썩어빠진 세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품 속에서 월사금이란 말조차 모르며 마음껏 공부하는 우 

리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깊이 느꼈습니다. 

나는 이 행복올 가슴 깊이 새기고 공부를 더 잘하겠습니다. 

위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기’는 제시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는 집필자의 의도에 맞게 

생각을 조절해야 하는 한계를 지난다. 

‘말하기’ 역시 개인의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 

대로 외우도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이룬다i'국어 1-2.!l에 제시된 말하 

기 요소는 ‘마음이 드러나게 알맞은 목소리로 말하기’로 지문을 감정에 

맞게 읽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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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언어지식영역 

@단어 

단어에 대한 학습요소는 적합한 단어 찾아 넣기， 짧은 글짓기， 단어 연 

결하기， 반대말 찾기， 비슷한 말로 고치기， 맞는 글자 넣기， 빈곳에 알맞은 

토 찾아 넣기， 짧은 글짓기， 주어진 단어로 짧은 글짓기， 함께 쓰이는 단 

어 찾기，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새 단어 만들기 둥으로 구체화된다. 예는 

다음과같다 

*새 단어 만뜰기 

다음 단어의 끝소리 마디를 이어 새 단어를 3개 이상 만드시오(3과 련습 

3번) 

례:오。1- 01마마음-음악 

꽃봉오리-

나무-

*빈자리에 알맞은 단어 넣기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디口口 매미는 집도 없고 

먹올 것도 없었습니다.(4과 련습 문제 3번) 

* 맞는단어 넣기 
다음 밑줄올 그은 데에 맞게 쓴 단어를 찾아 넣으시오 

나팔수 아저씨는 큰 - 뒤에 서 있었습니다.(솔나무， 소나무) 

(12과 련습 1번) 

*짧은 글짓기 

다음 단어로 짧은 글을 지으시오 

만경봉， 아침 (16과 련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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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국어 1-2,JJ 교과서에서 문정에 관한 학습요소는 그다지 높지 않다. 문 

장에 대한 학습요소로는 주어진 단어로 문장 만들기， 묻는 말이 되게 문 

장 고치기 등이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묻는 말이 되게 문장 고치기 
다옴 말을 묻는 말이 되게 고치시오 

례:오늘 국어숙제를 다했습니다. 

오늘 국어숙제를 다했습니까? 

'. 래일 체육경기가 있습니다. 

L 동생은 책을 읽습니다'. (21과 련습문제 4번) 

*주어진 단어로 문장만들기 

다음 두 개의 단어를 한 문장 안에 넣어 짧은 글을 지으시오 

'. 보고싶다， 만나법다 L.기쁘다， 웃다 (31과 련습문제 2번) 

4. 결론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1-1 ,JJ 교과서와 『국어 1-2.!l 교과서는 다음과 같 

은특정을지니고 있다. 

『국어 l-l .!l 교과서는 문자지도를 하고 있는데 문자지도의 방법으로 자 

모 음절식올 채택하고 있다 IF국어 1-1 ,JJ 교과서는 특별한 ‘과’체제를 두지 

않교 낱말올 제시하교 학습한 낱말이 포함된 본문을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었다. 그런데 이렇게 삽입된 본문은 @ 문자지도와 더불어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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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육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국어 1-2.!l 교과서는 설명문， 시， 전기문의 순으로 수록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중심 주제로는 김일성 일가 찬양， 사회주의 의식 고취， 냥 

한 비판， 혁명 정선 고양， 반냥한· 반미 • 반일 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이 강조되지 않은 문종으로 동화를 들 수 었다. “욕심만 부리다 

가”와 “개미와 매미”는 비교적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순수한 주제를 형상 

화하고 있다. 

국어과 교과서에 반영된 영역별 교육내용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읽기 영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소는 낭독 • 낭송 영역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내면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의 쓰기 학습 요소는 크게 맞춤법， 문장부호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맞춤법 관련 학습요소는 @문장에서 틀린 글자 고치기 @바르게 

표기한 단어 찾기 @떡어쓰기 규칙에 맞게 고치기 동으로 구체화된다. 

말하기는 ‘이야기하기’와 ‘말하기’로 나뀐다. ‘이야기하기’는 @밑줄을 

그은 말을 자기 말로 고치면서 이야기하는 방식과 @차례를 바로잡으면 

서 이야기하는 방식 @본문올 읽고 느낀 점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체 

화된다. 마지막으로 언어지식 영역은 단어와 문장으로 나뉘어진다. 

단어에 대한 학습요소는 적합한 단어 찾아 넣기， 짧은 글짓기， 단어 연 

결하기， 반대말 찾기， 비슷한 말로 고치기， 맞는 글자 넣기， 빈곳에 알맞은 

토 찾아 넣기， 짧은 글짓기， 주어진 단어로 짧은 글짓기， 함께 쓰이는 단 

어 찾기， 두 개의 단어률 합쳐서 새 단어 만들기 둥으로 구체화된다. 

문장에 대한 학습요소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문장에 대한 학습요 

소로는 주어진 단어로 문장 만즐기， 묻는 말이 되게 문장 고치기 퉁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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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뼈tract 

An analysis North Korea ’s Literature Education of object for 

first grade 

에m， Yang-hee 

This re않arch aim to fir뼈 charac따istics ín NOI남1 Korea’s μterature Education. 

In this lXl따， 1 examine probl，많1 W:비ch li뼈않ure 어ucation teachíng sti비æt 

current1y u뼈 ín Nαth Korea. E없cally， 없-spætive of North Korea' s Iiterature 

닮lcatlα1 is cormnmism on this 띠ew， PUrJX>Se of North KoI없's 니뼈llture 

많ucation ís to forest a man w에ch 뼈r corrmmísm 

First1y, No떠1 KoI없’s Ii따~ture Education of first 맑없e teacrεs a le마er 

’뻐nguI"， and a teachíng rr뚱thod use "consα뻐lt . vowel syllable". Thís rrethod ís 

different to South Korea’s teaching w-ay which is "wo떠 . composítion" 

seco때ly， No며l Korea’ s Ii따llture E깅ucation of ci비ect for first grnde are made 

of α:etIy， VI얹앙~ to li찌ng， bi맹m뼈ic 빼ch are connec뼈 with 때m TI-sung and 

Kim Jung-il, 때 novel. The 뼈ín subject of North Korea’s μ뼈뻐re 많ucation 

for first grade are 뼈se of Kim TI-sung, Kim Jung-il 때 αitic to UnitE녕 S떠lte • 

Sαlth Kor얹， 때1lÍse of Comrπ1I1Ísm and SO on. But novel for childr히1 forms 

humanistic subjæt like honesty 뼈 뻐igen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