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학교 규율과 사회주의적 노동자 만들기

조정아(曺淨雅) * 1)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회주의적 노동자 로 주조해내는 과정을 노동 규율의 형성을 중

심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산업노동력이 대거 창출되고 사회주의적 노동자 양성이 학교 교육의 주요 목

적으로 부각되었던 초기 산업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북한의 학교 교육에서 산업노동 수행에 필요한

노동 규범과 규율을 갖춘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기능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

글에서는 노동 규율 형성의 기제를 교과수업과 생산노동, 수업 규율, 교내 규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북

한의 학교교육에서는 노동 규율의 형성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목표로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으며, 정치사상

교과와 생산실습 교과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에 헌신하는 태도와 집단주의적 태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수업이 조직되는 형식에서는 교사의 주도성과 그에 대한 복종이 강조되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규

율이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학교 규칙에서는 시간 규율의 준수 및 과업의 성실한 이행과 상급자에 대

한 복종이 강조되는데, 이는 산업현장에 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노동규율과 조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율

의 특성은 소련의 사회주의 교육의 영향인 동시에 일제 시기 학교 규율과 연속성을 지니는 것이며, 이 연속

성은 노동자의 동작과 신체에 대한 계획화와 통제라는 근대적 노동의 기획이라는 사회적 조건으로 인하여 가

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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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연구는 노동 규율의 형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회주의 산업화에 필요

한 노동력으로 길러내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사회체제를 막론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은 지식 및 기술의 교육과 태도·규범·

규율의 교육으로 그 내용과 기능을 나누어볼 수 있다. 드리븐은 미국의 학교에서 지식과 기술

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규범을 가르친다고 보았으며, 보울즈와 긴티스

는 학교에서 지식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적합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침으로써 순치된 노동력을 양성한다고 보았다. 지식 및 기술의 교육과 규범 및

규율의 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내용과 기능을 나누는 것은 북한의 교육을 설명하는 데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학교 교육에서 규율은 한편으로는 훈육이라는 말과 동일시되어왔다. 훈육이란 학습자를 그

들의 정신상태에 모종의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명령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며(김은하,

1996), 또 다른 관점에서는 행동 규범에 따르는 자기규제 메카니즘을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박병량, 2001). 그런데 이 훈육이라는 개념만으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종의 태도와 습

관의 형성을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다. 규율의 의미를 규칙 준수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특정

한 인간형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해 볼 때, 학교 규율은 학생들의 인

성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위치지워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규율이라는

용어를 규칙 또는 공식적 수업에서 명시하는 교육목표 뿐만 아니라 교과지식의 암묵적 메시

지, 지식의 조직 방식, 교육 조직의 특성이나 교육 내부의 행위자들간의 관계와 같은 잠재적

교육과정 또는 숨겨진 교육과정 을 포함하여 개인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

체로 만들어내는 메카니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북한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에 따르면, 사회

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

상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이며,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라

고 보고있다(김일성, 1977). 따라서 국가가 요구하는 노동자로서의 태도와 규율을 습득시키는

것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양성하는 학교 교육의 역할에 대한 강조(김일성, 1958, 1961, 1967, 1968)는 산업화 시

기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구축 단계 라고 불리는

제1차 5개년 계획기를 중심으로 북한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회주의적 노동자 로 주조해내는

규율화의 메카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학교에서 노동 규율을 형성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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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교과수업과 생산노동, 수업 규율, 교내 규칙으로 나누어 보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노동

에 대한 태도와 규율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공장의 노동 규율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를 살펴본다. 이는 산업화 시기 북한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내고자 했던 인간형에 대한

탐구인 동시에 그러한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에서 작동했던 규율에 대한 탐구이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어떠한 노동 규율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노동 규범이 강조되어왔는가? 둘째,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한 노동 규범과 규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셋째, 교과 수업의 조직과 운영상의 특성

은 무엇이며, 이는 노동 규율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넷째, 각종 학교 규칙은 노동 규율의 형성

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 연구에서는 주로 북한에서 간행된 일차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

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은 북한법령집 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 규정

자료집 을 참조하였다.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과 수업의 규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사

범전문학교 및 사범대학 교재인 교육학 , 교사용 수업지침서인 교수요강 을 참조하였다. 교

원신문 , 인민교육 , 기술교육 등의 교육 관련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통해 수업과 학생생활

지도 영역에서 어떠한 규율이 적용되는가, 어떠한 인간형이 모범적인 인간형으로 제시되는지

를 파악하였다. 북한의 노동 규범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근로자 , 경제건설 와 같은 당 및

사회단체의 기관지, 학교와 공장에서 노동 규율의 교재로 활용되는 모범노동자들의 수기도 활

용하였다. 북한의 공식적 입장을 담고 있는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으므로, 이 연구 역시 북한

연구에서 늘 제기되는 관점의 일방성과 공식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의도된 교육과

정 수준의 분석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닌다.

II.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 규율 문제와 노동 규범

북한에서 본격적인 산업화는 사회주의 공업화 시기라고 부르는 5개년 계획기와 7개년

계획기에 이루어졌다. 산업화는 제1차 5개년 계획기인 1957년부터 1960년까지의 공업화의

토대구축 단계와 이후 제1차 7개년 계획기인 전면적 공업화 단계의 두 단계로 나뉘어 실

시되었다. 5개년 계획기는 놀라운 속도의 성장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장의 구조와

전략이 형성된 시기이다(김연철, 1996, p . 194). 이 기간에 중공업 중심의 고성장 기조가 지

속되었으며, 단기간에 대량의 산업노동력이 창출되어 산업인력구성이 고도화되었다. 대외

원조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 자재와 원료의 절약을 의미하는 내부 예비의 탐구 와 속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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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통한 생산력 증대가 산업화의 동력으로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또한 사회주

의적 노동자를 창출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한 노동 규율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

기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에서 초기 산업화가 이루어진 제1차 5개년 계획기를 중심으로 당시의 노

동 규율 문제와 공장에서 강조되었던 노동 규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산업화 기간 중 산업노동력의 증가와 노동력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의 7년 동안 산업노동자수는 2.5배로 증가하였다( 조선중앙년감 ). 전후부터

1960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노동자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14.2%이다. 산업노동자는 같은 기

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3.4%1)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속도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산업노

동자의 증가에 따라 노동력 구조도 변화하였다. 2차산업 인구의 비중은 5개년 계획기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1959년에 이르면 52%로 1차산업 인구의 비중보다

커지게 된다.

해방 직후에 산업노동자는 주로 빈농 계층에서 충원되었으며, 농업협동화가 완료되어

농촌에서 더 이상 노동력을 방출하기 어려워진 1958년 이후에는 여성과 노동자의 부양가

족, 각급 학교 졸업생, 제대군인 등이 농민을 대체하여 신규 산업노동력으로 유입되었다.

집단별 신규 노동력 유입 현황의 변화를 보면, 1954년 대비 1957년 신규노동력은 각급학교

졸업생 출신이 3.48배, 노동자의 부양가족 출신이 1.64배로 증가한 반면, 농어민 출신은

0.08배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김동찬, 1958, p . 12)

북한의 신규 산업노동력은 대부분 산업노동 경험과 기술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단

적인 규율로 단련되지 못하였으며 소 부르죠아 의식과 심리 상태 를 지니고 있었다(리국

순, 1960, p . 231). 이들은 작업과정에서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일하다가도 말없이 작업장

을 떠나 공장 구내를 돌아다니는가 하면, 어디선가 한잠 자고 다시 나타나는 등 무규율한

태도를 보였다.(김일성, 1955a, p . 508). 당시 노동규율 위반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행해졌는

지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추출하기는 어려우나, 출판물에 나타난 일부 사례로 유추하여 볼

때 노동규율을 위반하는 현상은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1955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설을 통하여 김일성은 탐오랑비한 자들을 교화

소에다 넣는 것을 위주로 하지 말고 자백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것 이지만

여러 번 국가재정을 도적질한 놈들 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 1955b, p . 170). 생산자재류를 절도하는 행위와 같은 위법 행위는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김일성의 연설문은 이러한 사소한 절도 행위 에 대한 대응으로 법

적 처벌을 사용하기보다는 교육과 대중적 비판의 방법을 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

1 총인구 1953년 8,491 천명, 1959년 10,392 천명을 기준으로 계산 (인구 수치는 조선중앙년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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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도나 국가 재산의 개인적 유용과 같은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결근, 지각, 조퇴, 작업

장 이탈과 같은 시간 규율의 위반도 생산력 제고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일례로 1963년 평양전기공장에서는 노동시간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자재 및 공구 부족이

55.9%, 공정 및 기술 상의 문제가 18.0%, 지각, 조퇴, 작업장 이탈과 같은 노동규율 위반이

8.0%, 기타 18.1%로 분석하고 있다(한재환, 1963, p . 47). 이는 생산조건이나 생산공정, 기술

력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노동규율의 부재 또한 생산성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

음을 시사한다. 절도 등의 위법행위와 노동시간 준수 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허위보고, 직

무에 대한 책임감 부재와 소극성, 허랑방탕하게 사는 불성실한 생활 태도 등도 노동규율

위반의 범주에 포함되었다(김일성, 1955b, p . 304). 이와 같은 노동 규율 부재의 상황 속에

서 노동자와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관과 노동 규율을 체화시키는 것이 산

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것 못 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리라는 점을 짐

작할 수 있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학생들 속에서도 노동관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만연해있던 육체노동에 대한 편견과 기피 현상이었다. 학생들의 노

동관의 문제점은 주로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드러났다. 1959년에 일반계 고등

학교인 고급중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로 대체함으로써 중등교육에

존재하던 계열을 폐지하기까지 북한의 학생들은 실업계열보다는 일반계열의 학교를 선호

하였다.2)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 속에서는 로동을 기피하며 인민 경제 계획 달성

에 방조하려는 기풍이 적은 ( 교원신문 , 1957년 2월 13일) 경향이 존재하였다. 공장이나 농

촌에서 취업한다면 자기의 전망이 끊어지며 발전할 수 없다는 ( 교원신문 , 1958년 3월 26

일) 생각이 팽배해 있어 산간 지방이나 힘든 사업 부문에 파견되는 것을 기피하고 사무직

으로 진출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것만을 희망하였다(( 교원신문 , 1957년 1월 9일).

산업화 시기 공장의 일상적인 규율 위반 현상과 학생들의 육체노동 기피 현상을 바로잡

기 위해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기초한 노동관이 강조되었다. 맑스-레닌주의 관점에서 보

면 노동은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외부의 자연에 작용을 가하고 자신의 본성 안에 잠

자고 있는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K. Marx, 1867, 김영

민 역, 1990, pp . 227-228). 인간의 노동은 그것이 목적의식적이라는 점에서 여타 동물의 본

2 1959년 학제 개정 이전의 북한의 초등 및 중등교육 제도는 4년제 인민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에 이어 실업

계열인 3-4년제 중등전문학교와 인문계열인 3년제 고급중학교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제 개정으로 중등전문

학교와 고급중학교의 이원적인 중등교육체계는 초급중학교에 이은 2년제 기술학교와 2년제 고등기술학교

로 단일화되었다. 1955-1956학년도 평안남도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희망을 보면, 공

장이나 농촌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초급중학교에서는 9%, 고급중학교에서는 11%에 불과하고 대부분 상급

학교 진학이나 사무직 취업을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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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인 노동과는 구분되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본질적으로 신성한 노동을 지루하고

억압적인 것으로 만드는 요인은 불평등한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이므로, 노동을

착취하는 계급이 완전히 사라지고 생산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

면 노동의 본성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에 대한 억압과 질곡이 제거되는 공산주

의 사회에서 노동은 자발성과 집단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공산주의적 노

동은 정해진 의무에 의한 노동이 아니라 특정한 생산물을 얻기 위한 노동이며, 법으로 규

정된 기준량을 채우기 위한 노동과는 관계없는 자발적 노동이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

는 습관에 의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동의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실현하는 것 (V. Lenin,

1920, p . 517)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생산력의 전면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

인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로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참가해야 하는 (김준,

1964) 의무이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원칙적으로는 공산주의적 노동의

특성이라고 하는 자발성을 표방하지만, 실지로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의 의무를

강조해야 하는 모순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

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제적인 강제와는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노

동자들을 의무적인 노동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유도하여야 했다. 공산주의적 노동 규

범과 태도를 내면화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강구되었던 것은 노동 규범과 규율에 대한

교육이었다.

산업화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노동 규범에서 가장 강조되어온 것은 자발성이

다. 자기의 생계를 위한 보수나 기준량과 관계없는, 오로지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자각에

기초한 (로병훈, 1959, p . 73) 것이라고 표현되는 노동의 자발성은 외적 강제나 보상이 아닌 집

단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공장의 노동 규율을 자율

적으로 준수하는 것과 자신에게 할당된 생산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노동 규율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은 규율의 의의를 인식하고 규율 준수를 자신의 의무

로 여기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단결근, 지각과 조퇴, 근무태만, 부주

의, 업무 태만, 음주 등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동 규율 위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에서 노동 규율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었으리라는 점을 쉽

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가장 중요시되었다. 노동시간의 준

수는 출퇴근 시간의 엄수와 작업시간 중의 작업장 이탈 금지와 같은 작업시간 엄수 뿐만 아니

라, 일별, 월별, 분기별 계획을 그 날, 그 달, 그 분기내로 완수하는 책임성 과 생산과 사업을

위하여 분초를 아끼는 마음씨 (로병훈, 1959, p . 76)와 같은 노동시간과 작업기한에 대한 민감

성을 포함하였다.

자발적 노동은 노동시간의 준수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책임성과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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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덕목을 포함하였다. 불성실한 노동의 태도는 비양심적인 태도로 치부되었고, 자신의 노

동에 대한 긍지감 결여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질에 대한 무책임성 또한 타파해야 할 노동에

대한 낡은 관습으로 여겨졌다(김화종·김철희, 1959, p . 37). 또한 근로시간과 자신의 직무에

한정된 성실성과 책임감에서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가 공장의 주인, 노동의 주인으로서 자신

의 업무 이외의 영역일지라도 필요한 일을 찾아서 수행하는 능동성과 헌신성이 강조되었다.

자발성과 함께 북한의 노동 규범을 특징짓는 요소는 집단주의이다.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

시하고 개인의 이해를 집단의 이해에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을

통하여 창출한 부가 개인 또는 특정 계급에게 착취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것이 되기 때문에,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곧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일치된다는 논리로 노동 규

범으로서 집단주의가 강조되었다.

집단주의를 노동의 규범으로 다루고 있는 담론들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집

단주의적 노동의 태도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노동자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대한

충실성이다. 둘째, 사회와 국가의 공동 재산을 자신의 것과 같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

다. 셋째, 집단의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다.

집단의 이익에 대한 충실성은 노동자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그가 속해있는 집단인 공장과 국

가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적인 일보다 집단이 부여한 과업과 집단 공동의

과업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일을 할 때 집단의 이익보다 자기 개인의 성과나 보수를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것, 쉽고 헐한 일을 고르며 유리한 작업 조건에만 눈을 밝히는 것, 자

기 직업이나 직종에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지 못하고 그 어떤 큰 공장 , 대도시 , 현대적인 기

술 로동 등을 찾아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 현상 (직업동맹출판사 편, 1963, p . 66)은 집단주의에

배치되는 개인 이기주의 사상으로 간주되었다. 비날론공장 건설 기간에 공장의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세 차례나 자기의 결혼식을 미루었다는 노동자 리영득의 사례는 집단의 과업을 개인적

인 일에 앞세우는 태도의 모범으로 널리 소개되었다(조선로동당출판사 편, 1961, p . 62). 노동

자들이 집단의 이익을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척도는 국가와 당이 지시한

생산 과업의 이행여부였다. 생산 과업 달성에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었다. 김책 제철소의 용광

로 직장장이었던 김필흥은 1957년에 제철소의 작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용광로의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동중인 용광로 속에 들어가 용광로벽을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김필흥, 1962). 그의 뒤를 이어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복에 물을 적시고 용광로에 차례로 뛰어

들어 수리 작업을 마쳤다고 하며, 이 사례는 당이 지시한 과업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 사례로

널리 선전되었다. 생산과업 달성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노력 영웅들의 헌신성에 관한 담론

은 뒤를 잇는 모범 사례들을 통해 재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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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 규범에서 가장 중시된 요소는 노동에

서의 자발성과 집단주의였다. 자각적 노동 이라는 기치 아래, 외부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 주체의 자율적 행위에 의해 규칙의 준수와 생산과업의 성실한 수행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노동자는 주어진 공장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여

야 했다. 이는 질서에 부합하며, 그 한계 안에서 능동적으로 자제할 줄 아는 근대적 주체를 의

미한다. 이 점에서 자발적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규범과 동일한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3)

더구나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발달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소명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강조와

자율적인 노동 규율의 준수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했다.

집단의 목표와 이익을 개인적인 것보다 우선시하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체제가 표방하는

이념이다. 노동 규범으로서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사회적 부를 전유한다

는 가정을 전제로, 노동자 개인의 이해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집단적 이해와 목적을 앞세우게

함으로써 급속한 산업화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강력한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노동 규범은 현재에는 주체의 로동관 으로 정리되었는바, 이는 노동 과정에 있어

자기자신이 로동의 주인이라는 립장 을 견지하는 것이며,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기본

으로 하여 노동에 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각적 노동 과 집단주의라는 산업화 시기의 노동

규범의 특성을 그 핵심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III.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한 노동 규율 형성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학생 집단은 노동력의 중요한 공급원천으로 부상하였다. 각종 대학,

전문학교, 초급중학교 및 고급중학교, 기능전수학교, 각급 간부양성기관 졸업생들은 산업화에

필요한 새 과학 지식과 선진 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 노동력으로 간주되었다

(김응기, 1958 : 31). 노동력, 특히 기술자의 부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산업화 과정 속

에서 학생들에 대한 노동교육의 질은 산업화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었다. 특히 노

동에 대한 낡은 사상의식 을 척결하고 사회주의적 노동의 태도와 규율로 학생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교육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산업화의 요구 속에서 학교의 공

식적 교육과정을 통한 노동 규범과 규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학교 교육에서 노동 규범과 규율의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3 능동적 자제를 통한 지배와 통제는 개개인을 그 내부에서부터 자유의사로 복종하게 만드는 근대사회에 고

유한 요소이다. (박태호, 1994, pp.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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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4) 북한의 학교 교육에서는 노동 규범과 태도, 규율의 형성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목

표로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공식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노동 규범과 노

동 규율은 주로 정치사상 교과 수업 및 생산실습 수업 시간을 통하여 교육되었다. 정치사상 교

과 수업에서는 모범노동자들이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 및 활동 상황을

교육의 소재로 다룸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노동이 지니는 의의를 인식시키고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특히 역사, 문학, 공산주의 교양 과목은 노동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정신을 배양하는데 있어 중심이 되는 교과였다.

역사 교과를 통해서는 노동이 물질적, 문화적 부의 원천이며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점,

인류의 역사는 생산력 발전의 역사이며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 인민이 역사의 창조자라는 점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문학 수업에서는 문학 작품 속의 등장하는 모범

적 노동자의 사상과 태도를 형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

른 노동관과 노동의 태도를 함양하였다.5) 예를 들어 1960년대 초반 중학교 2학년의 문학 교재

에는 천리마작업반장 길 확실 이, 3학년 교재에는 풍랑을 뚫고 , 출선구는 내가 막겠소 등 모

범노동자들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영웅적으로 로동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교양하며 로동에 대한 그들의 공산주의적 태도를 따라 배우게 하자는 의도로 선정

되었다(리재경, 1963a : 30). 교과서 이외에도 천리마 시대의 사람들 ,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

산주의 학교 등의 서적과 로동 신문 , 민주 청년 , 조선 녀성 등의 당 및 사회단체의 기관

지에 소개된 천리마 기수들의 노동 사례도 수업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모범노동자의 사례를

통하여 이들이 사회주의경쟁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의 태도와 품성을 올바른 노동의 태도

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본받도록 하였다.6)

공산주의교양 과목에서도 모범적 인물에 대한 형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가치관과 태도

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공산주의교양 수업에서는 항일무장투쟁, 한국전쟁, 산업화 시기의 실

4 공식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수업에서 명시하는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를 말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

미의 잠재적 구조를 통해, 학교와 교실 생활에서의 사회관계와 공식적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술되지

않은채 은밀하게 전수되는 규범, 가치들, 신념들을 말한다.(M.Apple& N.King, 1977, H. Giroux, 1988, 이경

숙 역, 2001에서 재인용, p . 83)
5 형상 분석이란 인물의 외모, 경력, 행동, 견해와 신념 뿐만 아니라 작가가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밝혔는가,

작품의 어느 장면과 부분이 성격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가, 그 부분의 사상 예술적 역할들은 무엇인가, 그

성격이 어떤 환경에서 묘사되였으며 성격 발전을 위하여 이 환경들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형상의 예술

적 표현이 잘 되였는가 등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원종, 1961, p . 12).
6 사회주의 경쟁운동은 건국증산돌격운동과 같이 기념일 등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형태로 시작

되었다가 전후 복구와 산업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상시적인 경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50년대 후반

에는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참가하는 노동자 수가 급증하였으며, 1959년 2월에 강선제강소 제강직장의 진응

원 작업반원들이 발기한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은 집단적 혁신운동의 형

태로 장기화되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60년 2월 김일성의 청산리 현지지도를 기점으로 하여 농업, 교

육, 문화, 상업 등 사회 전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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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인물들의 사상과 도덕, 품성을 분석하고 이를 모범으로 삼아 교육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공산주의교양 수업의 목표는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항일 빨치산의 사

상과 품성을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 교과의 주요 소재는 항

일 빨치산과 모범노동자들의 활약상이었다. 항일 빨치산들의 혁명 정신이 모범노동자들에게서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으며, 학생들은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를 가르치는 것이 수업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최원종, 1961, p . 14).

이들 항일 빨치산이나 천리마 기수들은 의지적 인간의 모범 으로 제시되었다. 이 모범 들은

목적 지향성, 자립성, 결단성, 완강성, 인내성과 자제력, 규율성, 용감성과 대담성과 같은 성격

적 특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목적지향성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과 능

력을 다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성이란 자신의 신념과 견해에 따라

행동함을 의미한다. 결단성이란 어려운 조건에 처해서 과감히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동하는

습관을 의미한다. 완강성은 결심한 바를 철저히 실행하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

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확고한 결심으로 애초의 계획을

관철하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인내성과

자제력은 자기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며 해롭다고 생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습관이다. 용감성과

대담성은 위험에 동요하지 않고 행동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목

적 달성을 위한 투쟁에서 어떠한 난관과 곤난이라도 극복할 줄 아는 강철 같은 성격 들은 생

산의 장면에서는 생산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생산 과업을 달성해

내는 의지로 전환되는 것이었다.

정치사상 교과 이외에 노동 규율 훈련의 주요한 장이 되었던 것은 생산실습 수업이다. 1957

년에 초급중학교에서 년간 30일, 고급중학교에서 40일간의 생산노동이 정규교육과정으로 부과

되었다. 생산실습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노동을 사랑하고 일을 찾아서 책임있게 완수하는

공산주의적 품성과 생산문화를 교양하며 국가와 사회재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태도를 형성시키

는 것으로 설정되었다(집필위원회, 1969, p . 229). 학교 실습장이나 공장에서 진행되는 생산노

동은 졸업 후 학생들이 수행하게 될 생산노동을 학생들의 육체적, 기능적 발달 수준에 맞추어

미리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노동자로 준비시키는 중요한 교육과정이었다. 공식적인 교육

과정의 일부로 진행된 생산노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생산 기술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노동

을 사랑하며 노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공산주의적 노동관과 집단주의 사상, 동지애, 협조

정신, 난관 극복의 정신, 강인한 의지, 국가 재산 절약 정신 등의 노동 규범과 규율을 형성시키

고자 하였다. 올바른 노동 규범과 노동자적 품성은 단시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자립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흥미가 없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과업 수행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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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끝마치도록 훈련하여야 할 것이 강조되었다(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1960, p . 274).

초등교육 단계에서 학교 청소, 동식물 표본 채취, 실습지 작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산

노동은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공장과 농촌에서의 생산실습의 형태로 본격화되었다. 공장에서의

생산실습을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일과 전체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에 내재된 규칙성과 집단성을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실습기

간동안 공장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작업방법 뿐만 아니라 작업 장소에서 질서를 보장하는 관

습을 배양하며 속히 일을 착수하며 정확하게 그를 계획하며 시간을 아끼며 주의를 집중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노동 규율도 배웠다. 학생들이 노동자의 하루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모범을 배우게 하자는 목적으로 하루 여덟 시간의 생산노동과 강의뿐만 아니라 시사

독보회, 작업반별 평가, 정치교양 등의 노동자 모임에 학생들을 함께 참가시켰다. 일부 학교에

서는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 준수 여부와 작업 준비 상황을 직접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 학

생들을 노동자들보다 일찍 출근시키기도 하였다(함북도 유선공업학교 기술과목 위원회, 1960,

p . 32). 작업 총화라 불리는 평가회에서는 작업량, 제품의 질, 기능 숙련도와 함께 작업에 임하

는 학생들의 태도, 노동에서의 조직성과 규율성, 노동 도구와 기자재 절약, 생산 문화, 휴식시

간의 합리적 이용 등도 항목도 평가하였다(리재경, 1963b). 생산실습기간 중에 혁명활동 연구

모임,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감상 모임, 공장의 모범노동자들과의 상봉 모임 등의

정치교육을 진행하여, 교과수업을 통해 교육한 모범적 인간형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영웅적 노

동자들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참가

시킴으로써 자기 몫에 해당한 일을 훌륭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동무들을 방조하는 것을 영예

로운 일로 생각하는 협동정신과, 다른 집단보다도 일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하기 위하여

창발적으로, 정력적으로 헌신 분투 하는 집단적 경쟁의식을 고양시켰다.

집단적 경쟁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생산노동에도 적극 도입되었다. 집단적 경쟁은 집단 내에

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며 집단의 과업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서로 협동

하여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이와 동시에, 타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집단이 보다 우수한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의 원리가

구현되는 과정이다. 학교에서 학급, 분단, 분조와 같은 학습과 생산노동의 단위는 집단의 유대

와 상호협동을 기르기 위한 단위가 되었다. 집단 구성원들의 학습과 생활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소속 집단의 구성원 전체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의 학습과 생활을 서로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고 서로에게 모범적으로 학습하고 생활할 것을

요구하였다(황영식, 1962, p . 158). 이러한 단위는 집단 내적으로 이타성, 상호의존, 협동 등의

집단주의적 태도를 함양시키는 장치인 동시에, 집단들 상호간의 경쟁관계를 통해서 학습과 노

동의 생산성을 담보하는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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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집단적으로 노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실한 협동 정신 뿐만 아니라 왕

성한 경쟁 의식 이 동시에 배양된다고 보았다. 잘 교육된 학생들은 집단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

가하여 자기 몫의 일을 훌륭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돕는 것을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

고 그것에서 도덕적 만족을 느끼며, 동시에 다른 집단보다 일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하기 위

해서 분투한다는 것이다. 타집단과의 경쟁과, 집단 이익에 대한 복종 및 상호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주의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기가 속

하고 있는 반, 또는 분단이 전 집단 중 첫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려는 학생들의 욕망 은 집단간

의 노력경쟁에서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통계

판, 순회 우승기, 승리의 깃발, 벽보, 표창 등을 사용하였다. 집단주의적 경쟁의 기본 단위가 되

는 작업분조 및 분단 구조와 집단주의적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상징체계는 학교와 공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IV. 수업 규율

노동 규율 형성에 있어서 수업의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수업이 조직되고 진행되는 형

식과 수업 규율이다. 보울즈와 긴티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노동자

로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수업을 통하여 전달되는 지식의 내용이기보다는 생산

의 사회적 관계와 교육의 사회적 관계간의 형식상의 상응성, 즉 노동현장을 통제하는 원리, 절

차와 교육현장을 통제하는 원리, 절차간의 상응성이다. 학교교육이 조직되고 운영되는 형식 중

에서도 수업의 절차와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방식을 포함하는 수업의 규율은 노동력의 재생

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북한 수업 규율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

이 노동 규율의 형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고찰한다.

북한 학교의 수업 규율의 특성은 교사 주도의 엄격한 규율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사범대학

의 교육학 교재에는 교사가 수업에서 항상 지도적 위치를 차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집

필위원회, 1969, p . 212), 수업의 전과정에서 엄격한 교육 규율을 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의 규율은 강철 같은 규율 즉, 지도자, 교양자, 조직자에 대한 복종의 규율 이며, 조직성

의 규율 즉, 집단 로동, 유희 및 일상 생활의 정확한 조직에로 고무 추동하며 훈련하는 규율

(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1960, p . 285)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업 진행에 있어 교사의 주도성과 그에 대한 복종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규율이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학교 수업시간 중의 규율의 준수는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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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진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규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체화시킨다는 면에서도

중요시되었다. 잘 조직되지 못한 수업은 지식의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

업중에 묵과된 무규율성이 수업 이외의 시간에 더욱 나타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무규율성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고 간주되었다.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1954년 8월에 공포된 학생생활표준세칙(이하에서 세칙이라 약칭함)에 명시되었다.

세칙에는 16개 항목에 걸쳐 수업시작, 수업시간 중 수강 및 질문, 필기도구 사용, 수업 중 교실

출입, 수업종료 절차, 주의사항 등 수업 관련 규율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업시간 중 질

문을 하는 방법과 절차, 학습장을 사용하는 방법, 연필을 깎는 동작 등 극히 세부적인 사항까

지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 중 연필을 깎을 때에는 연필 찌꺼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책상우에 필통 뚜껑이나 종이를 놓고 그우에 연필을 향하여 깎고 절대로 그우에 연필을 대고

소리나게 깎지 말 아야 하며, 연필을 깎고 나서 생긴 쓰레기는 휴식 시간에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세칙에 규정된 수업시작 절차를 보자. 수업에 임하는 첫 번째 절차는 교사가 학급에 들어서

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교사가 교실에 들어오면 학생들은 일제히 조용히 일어선다. 일어설

때에는 소리나지 않게 의자를 조금 뒤로 밀고 그 자리에 똑바로 서야 한다. 두 번째 절차는 교

원이 교탁 위에 교수용품을 놓고 앉으시요 라고 지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은 교

사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착석한다. 세 번째로 학급 반장이 출결상황을 보고한다. 네 번째 절

차는 교과서와 학습장을 펴라는 교사의 지시로부터 시작된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교과서와 학습장을 편다. 자리에서 일어서고 앉는 것 뿐만 아니라 수업 준비를 위하여 교과서

를 펴는 행위까지도 교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로 교사의 질

문에 답할 때의 절차를 보자. 첫째, 교사가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대답할 것을 지시하면

학생들은 말없이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을 든다. 둘째, 교사가 한 학생을 호명하

면 호명된 학생은 조용히 일어나 존댓말과 표준어를 사용하여 답변한다. 셋째, 교사가 앉으라

고 지시하면 학생은 착석한다. 넷째, 추가적인 질문이나 답변이 있을 때에는 손을 들어 교사의

허락을 받고 나서 말한다.

이렇게 교사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는 세분화된 수업과정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조직하고 자신의 학습과 노동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는 대신, 규율과 자제력이 몸

에 배어 있으며 상부와 집단의 권위를 수용하는 데 익숙하며 이 권위를 강화하는데 자발적으

로 참여하도록 하는 규율화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규율의 특성은 엄격한 규율과 교사의 권위를 중시하는 마카렌코 류의 소련의 학교

규율과 유사성을 지닌다.7) 소련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집단의 요구에 따라 행동할 것과 그

러한 요구를 잘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다. 집단에 대한 개인의 복종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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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해 마카렌코는 규율과 책임감이라는 두 가지 덕목을 강조하였다. 규율에 대하여 잘

발달된 내적 감각을 가진 사람은 내면화된 책임감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사람은 집단을 존중하고, 집단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목

적을 집단의 목적에 복종시키며, 여타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한다고 보았다. 자발적인 규율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

하고 집단과 사회의 요구와 규칙에 복종시키는 습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습관이자 능력으로 여겨졌다(Krutetsky, V. A. & N . S. Lukin, 1960).

북한의 수업 규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엄격성과 교사의 권위는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유입된 마카렌코 류의 소련 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학교규

율의 특성은 소련 사회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인하여 형성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수업규

율의 특성은 한편으로는 일제시기의 수업규율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보통

학교의 수업은 급장의 호령에 의하여 전체학생이 기립하여 교사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되

며, 일단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바른 자세로 교사의 수업에 집중해야 하였다. 수업 중에

교사의 허가없이 교실을 출입하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기지개, 하품, 사

적 대화, 옆을 보는 행위 등도 금지되었다(박철희, 2003).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발언 또한 지명되었을 때만 가능하였다

(김진균 외, 1997, p . 94). 규율의 엄격성과 교사의 권위라는 규율의 특성은 일제 강점기 교육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에 따른 사회주의 교육개혁으로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의 차원에서는

일제시기 교육의 잔재가 청산되었으나, 학교 규율의 차원에서는 이전 시기의 규율의 특성 중 특정 부분이 유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제 시기 학교 규율과 북한의 학교 규율이 동일한 인간형의 양성을 표방한 것이었

다고 말할 수는 없다.8) 그러나 적어도 일제하 학교 규율과 교육의 관행이 마카렌코 류의 소련 교육이 북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9)

교사주도의 엄격한 수업 규율이라는 특성은 실제 수업 과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신문

에 실린 수업 사례를 통하여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7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의 교육개혁 노선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유지되었다. 첫째는 샤츠키와 그룹스카

야에 의해 대표되는 흐름이다. 샤츠키와 그룹스카야 류의 교육에서는 아동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견지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다.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철학과 유사한 교육 철학과 방법을 취하

였던 이러한 흐름은 스탈린에 의해 금지되었고, 집단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중시하는 마카렌코 류의 교육

이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8 김진균 등은 일제하 보통학교 규율이 표방하였던 인간상을 노동자형 인간과 병사형 인간으로 분석한 바 있

다.(김진균 외, 1997)
9 식민지기 학교 규율과 소련에서 도입된 사회주의 학교 규율간의 유사성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

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세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니지만, 란코프의 연구(2000)는 이 문제에

관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한 지점을 보여준다. 란코프는 소련의 교육과 일본의 교육이 중앙집권화된 교육체

계, 표준교육과정, 엄격한 규율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님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러한 유사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19세기 말 독일 교육의 영향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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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목하여 살펴보자. 1963년 1월에 발간된 인민교육 에 실린 다음의 수업 사례는 중학교 3학

년 대수 과목 일차연립방정식에 관한 응용문제 풀이 수업을 신의주 대학의 수학 강좌 관련자

들이 참관, 기록한 것이다.

종소리와 함께 교원은 교실에 들어 왔다. 조용히 기다리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교원은 미

소 어린 표정으로 답례한 후 학급장으로부터 출석 보고를 받고 학급부에 기록하였다. 교원은 숙제

검열로부터 시작하였다. … 전체 학생들의 숙제 수행 여부를 료해한 후 계산 문제는 칠판 작업을 시

키고 방정식 작성 응용 문제는 문답 방법으로 검열하였다. 두 학생의 해답과 그에 대한 다른 학생들

의 의견을 청취하고 평가하였다.…

교원은 제목 및 목적 제시에 들어가면서 유도 담화를 통하여 전 교재로부터 이 시간에 취급할 교

재에로 학생들을 이끌고 나갔다. …

교원 : 그럼 먼저 우에서 풀이한 숙제 2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여 봅시다. 문제의 조건을

말해 볼 학생? …

교원 : 좋습니다. 잘 작성했습니다. 이 련립 방정식을 풀면 문제의 물음을 해결할 수 있습

니다. …먼저 한 번 읽겠습니다. 그 동안 학생들은 문제에 무엇이 주어졌으며 물음

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학생들이 문제의 조건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천

천히 읽어 간다. 다 읽고 나서 간단히 내용을 설명한다.) 두 개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두 가지로 갈라서 생각해 봅시다. 조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

야기해 볼 학생?

김선부 학생 : 첫째 조건은 금년도 알곡 생산량에 226만 톤을 가하면 1944년도 생산량의 3배가 된

다는 것이고 둘째 조건은 금년도 생산량에서 1944년도 생산량을 감한 것의 2배는

1944년도 생산량에 274만 톤을 가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원 : (학생의 답변을 긍정하고 궤도를 제시하였다.) 물음이 무엇입니까?

학생 : 금년도와 1944년도의 알곡 생산량을 각각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교원 :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미지수를 선정하며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할 것

인가를 잘 생각하여 봅시다. (잠간 생각하게 한 다음) 그러면 미지수를 어떻게 선정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 순희 학생을 지명한다.)

학생 : 금년도 생산량을 x만 톤, 1944년도 생산량을 y만톤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원 : 조건에 의하여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첫 조건에 의하여 방정

식이 어떻게 작성됩니까? (김영자 학생을 지명한다.)

학생 : x+226=3y

교원 : 둘째 조건에 의해서는?

학생 : 2(x-y)=y+274

교원은 학생의 답변을 종합하여 판서한다. 방정식을 작성시킨 후 풀이는 자작업에 맡기고 그 동안

교원은 계획한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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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업 상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과

정이 교사에 의해 세밀하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사는 교

육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놓기보다는 자신이 교수안에

계획한 특정한 절차와 단계를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정해진 지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질문은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의 한 방향으로만 성립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문

이나 문제제기는 눈에 띄지 않는다.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권한은 교사가 지명하는 학

생에게만 주어질 뿐이다. 진리에의 길로 안내하는 것은 오직 교사의 설명과 단계적인 질의응

답뿐이며, 학생들은 지식의 선정과 조직과 전달과정에서 통제력을 지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 역시도 교수요강10)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교과의 교육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자

신의 수업을 조직하며, 이는 과목별 교사모임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통제되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수업 규율은 번스타인의 용어를 빌면, 강한 구획 11)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수업 과정도 교실 수업과 유사한 담화의 질서를 보여준다. 아래

의 수업 사례는 기계공장의 선반 공정 실습 시간에 이루어진 물리 수업사례이다(최창석, 1960).

작업할 때 선반 주위에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담화를 시작하였다. 이 때 스위치를 넣는 방법을 시

범적으로 보여 주면서 안전 규칙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스위치를 넣었다가 떼었다. 이 순간 선반이

얼마 동안 회전하는 것을 관찰하게 하였다. 이때 왜 스위치를 끈 다음에도 선반이 회전합니까? 라

고 질문하였다. 얼마간 지나서 학생들은 관성의 힘에 의해서 회전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나

는 관성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였을 때 학생들은 잘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명하여

대답케 하였다. 대다수 학생이 얌전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이때 나는 그들의 답변을 종합하여 결

론을 주었다. …

또 이 선반 작업에서는 어떤 부분에 물리학적 법칙이 작용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제기하였

을 때 학생들은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름을 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마찰이란 무엇

인가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제기하고 결론을 주었다. 다음은 마찰이 다른 공정들에서 심히 나타나

는 것은 어떤 작업입니까? 라고 제기하였을 때 돌칼 작업할 때 제일 마찰이 심합니다 라고 대답하

였다. 계속 문답을 통하여 이때 열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력학적 에네르기의 열 에네르기에로

의 전환 및 보존의 법칙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었다.

10 교수요강은 교원이 자의로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교수하던 무질서한 현상을 퇴치하고, 엄격히 제정된 국가

적 문건에 의하여 목적지향적인 교수를 진행 하도록 할 목적으로 1949년부터 각급학교에 보급하였던 교사

용 수업지침서이다. 교수요강은 교과해설, 시간배정표, 요강,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 교육

의 목표와 각 단원별 교수 목표 및 주요 내용, 단원별 시간 배정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11 Bernstein은 교육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교육 내용들 사이의 경계의 선명도를 의미하는 분류(classification)

와, 교사와 학생의 통제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구획(fram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강한 분류와 강한 구획

은 분과형(collection codes) 교육과정을 대표하며, 약한 분류와 약한 구획은 통합형(integrated codes) 교육

과정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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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교사는 작업 공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성이나 마찰과 같은 물리적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단답식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이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단계적으

로 지식 습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학생들이 올바르게 대답하지 못했을 때에는 재질문과 부가

적인 설명을 통해 습득되어야 할 내용을 재확인하고 나서 다음 단계의 설명으로 연결되는 질

문을 진행하였다. 학문적 개념을 생산 공정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연계시켜 설명하는 실습 수

업 또한 교사의 주도로 단답식의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을 단계적으로 지식에 접근하도록 한다

는 점에서 교실 수업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교사 주도의 엄격하고 통제적인 수업 규율은 단순히 수업 진행

이나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집단 속에서 집단의 질서와 상부의 권위를 수용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장치였으며,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지니는 대신 생산성을 위해 분절되고 대상화된 자신의 노동과 신체를 수용

하도록 하는 장치였다. 학생들이 수업 시작 시간을 엄수하고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사의

수업을 주의깊게 경청하며 과제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체계적이

고 조직적인 노동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위치지워졌다(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1960, pp . 275-276). 수업은 교육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아동이 집단의 성원으로

조직되어 조직의 규율에 복종하고, 심신의 긴장을 요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노동과정으로 간주

되었다(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1960, p . 335).

V. 학교 규칙과 노동 규율

교내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칙은 학교 규율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북

한의 학교에서 적용되는 학교 규칙의 특성을 노동 규율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북한의 학교에서 적용되는 공식적인 규칙으로 학생규칙과 학생생활표준세칙이 있다. 학생규

칙은 각급학교 학생들이 준수하여야 할 규범을 교육성이 1949년 10월 26일에 성문화된 형태로

공포한 것이다. 학생규칙은 총 2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교생활과 교외생활, 가정생

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범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1943년 8월에 발표된 소련 학생규칙을

번역하고 일부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12)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12 북한의 학생 규칙 은 다음과 같다.(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본부 교육부 편, 1957, pp . 47-48)

각급 학교(대학을 제외한다) 학생은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1. 지식있고 교양있는 사람이 되기위하여 정확하고 확고하게 지식 기능을 배우며 조국의 리익을 위하여 전력

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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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생생활표준세칙이다. 세칙에서는 등교, 수업시

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과외시간, 가정생활, 기타 일상생활, 학교 청소 등의 영역별로 학교 내

외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행동 준칙과 절차를 명시하였다.

이 두 가지 규칙은 각 학교별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정한 것이었다. 대학교를 제

외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두 가지 규칙을 의무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학생

2. 결석 지각 조퇴를 하지않도록 할것이며 열심히 공부할것.

3. 학교장과 교원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것.

4. 등교시에는 교과서 기타 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지참할 것이며 수업시간이 되면 교원이 교실에 들

어서기 전에 학습태세와 학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맞출것.

5. 신체(특히 머리, 얼굴, 손) 의복을 깨끗이하며 단정하게 하고 등교할것.

6. 교실내 자기 좌석과 주위를 깨끗이 할것.

7. 상학종이 울면 곧 교실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앉을것이며 수업시간중의 교실 출입은 반드시 교원의 허

가를 받을것.

8. 수업 시간중에는 자세를 바로 가지고 교원의 설명이나 다른 학생의 해답을 주의깊이 들을것이며 잡담, 작

난질, 곁눈질, 하품기지게, 조는일등이 없도록 할것.

9. 학교장 또는 교원들이 교실에 출입할 때에는 학생은 구령없이 일제히 이러서므로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것.

10. 수업시간중 교원에게 대답할 때에는 이러서서 자세를 바로 할것이며 대답후 앉을 때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을것. 학생이 자진하여 대답 또는 질문할 때에는 손을 들어 교원의 허가를 받을것.

11. 숙제 제목은 반드시 일지에 기입할 것이며 이 기록은 부무에 보일것, 모든 숙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완

수할것.

12. 학교장및 교원을 존경하며 교외에서 이들을 만났을 때에는 모자를 벗고 허리를 굽혀 정중히 경례할것.

13. 웃사람을 존경할것이며 어떤 장소에서나 웃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겸손하고 례절있게 행동할것.

14. 학교장이나 교원이 안내하는 손님에 대하여 례의를 차릴것.

15. 학교 내외에서 비방적이거나 란폭하고 야비한 언어 행동을 하지말것이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

고 돈이나 물건을 걸고 요행을 바라는 유희를 하지 말것.

16. 지정된 시간및 극장 영화관 이외에 일반 극장 영화관에 출입하지 말것.

17. 학교 재산을 비롯하여 국가 사회 재산을 애호하며 자기 물건이나 남의 물건을 다 소중히 할것.

18. 늙은이 어린이 약한사람 병자들에게는 주의 깊고 친절하게 좌석이나 길을 양보할것이며 모든 원조를 줄것.

19. 부모에게 례절을 지키며 부모를 돕고 어린 동생들을 사랑할것

20. 자기집을 깨끗이하며 자기의복, 신발, 침구, 학용품및 기타 자기 물건을 일상적으로 정돈할것.

21. 학생증은 항상 소중히 지니고 다닐것이며 학교장이나 교원이 요구할때에는 또는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필

요가 있을때에는 이를 제시할것. 학생증은 절대 남에게 빌려 주지말것.

22. 자기 학급과 학교의 명예에 자기 자신의 명예와같이 항상 귀중히 여길것.

학생이 본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그 정형에 따라 주의경고 엄중경고 또는 출학에 처한다.

북한의 학생규칙은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소련의 학생규칙을 일부 수정한 형태로 제정되었다. 소련의 학생규

칙 중 4항 필요한 모든 교과서 및 공책 연필 등을 가지고 등교할 것 과 5항 교사가 교실에 들어오면 즉시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것 을 등교시에는 교과서 기타 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지참할것이며 수업

시간이 되면 교원이 교실에 들어서기 전에 학습태세와 학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맞출것 으로 하나의 조항으

로 통합하고, 다른 두 개의 조항을 첨부하였다. 첨부된 조항은 14항 학교장이나 교원이 안내하는 손님에게 대

하여 례의를 차릴것 과 16항 지정된 시간및 극장 영화관 이외에 일반 극장 영화관에 출입하지 말것 이다. (소

련의 학생규칙은 Levin, D., 1959, 김용기 역, 1964,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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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 엄중경고 , 출학 의 세 단계로 처벌하

였다. 교원 출신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세칙은 모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며, 국가가 제정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각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적용

하고 있다. 학생규칙과 세칙의 내용은 교과수업 내용과 결부되어 또는 과외 활동을 통하여 일

상적으로 교육되었다. 담임교사들은 학급 학생들의 생활에서 잘 준수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

는 그림 등의 선전매체를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분단 모임, 반 모임들에서 규칙 준수 상황을

검토하였다(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1960, pp . 284-285).

학생규칙과 세칙은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여 학교에서 수업, 식사, 휴식, 과외활

동을 진행하고, 하교하여 가정에서 복습, 가사일, 휴식을 취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하루의

일상을 진행하는 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들 규칙의 일부 항목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지켜야 할 노동 규율과 연계되었다.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에게 규칙을 체화

시킴으로써 졸업 후에 생산 노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는 노동 규율을 훈련하

고자 한 것이다.

학생규칙과 세칙이 표현하고 있는 노동 규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규율의 준수

와 각각의 시간과 공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과업을 성실하게 완수할 것은 학교 규칙의 중심

내용을 이루었다. 학교의 등하교 시간과 수업시간을 엄수할 것 뿐만 아니라, 등교시, 수업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과외시간 등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동작이 세밀하게 규정되었다. 학생규칙 제2조와 7조, 4조에서 결석 지각 조퇴를 하지않도록

할것이며 열심히 공부할것 , 상학종이 울면 곧 교실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앉을것이며 수업

시간중의 교실 출입은 반드시 교원의 허가를 받을것 , 등교시에는 교과서 기타 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지참할 것이며 수업시간이 되면 교원이 교실에 들어서기 전에 학습태세와 학습

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맞출것 을 규정하였다.

학생규칙에서 그 원칙이 명시된 시간 엄수에 관한 항목은 세칙에서는 더욱 세분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세칙에서는 등교, 수업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과외시간, 가정생활, 기타 일상생

활, 학교 청소의 8개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4∼16개 조항의 생활 준칙이 제시되었다. 등교 영

역에서는 아침 일곱시에 기상하여 할 일이 순서별로 제시되었다. 이는 침구 정리부터 시작하

여 용변, 세수, 등교 준비, 인사에 이르기까지 등교준비의 절차와 세세한 방법을 포함하는 것

이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여 첫째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당번만 교실에 남기고 운동장

에 나가 놀고, 예비종이 울리면 질서있게 조용히 교실에 들어가고 수업종이 울리면 교사가 들

어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하였다. 이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 오후반 학생들은 수업시

간 삼십분전에 등교하도록 규정하였다.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과외시간 등 학교 일과 중의 시간 구분에 따라 학생들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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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있어야 할 곳이 규정되었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학교와 학년에 따른 복습시간과 자유시

간, 수면시간이 규정되었다. 예를 들어 초급중학교 일학년생의 복습시간은 2 시간, 자유시간은

3 시간, 취침시간은 9∼10 시간으로 규정되었다. 학교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의 영

역으로까지 확장된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무규율성과 비조직성의 근원 으로 간주되었다

(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1960, p . 243).

이러한 규칙의 조항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의 구획과 통제는 북한의 학교 규칙

에서 가장 강조되는 항목이다. 학생들의 시간에 대한 엄격한 구획과 통제는 일제시기 근대학

교 운영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박철희, 2003). 북한의 학생생활표준세칙에서 표현

된 세부적인 규칙의 항목들은 일제 식민지기의 학교 규칙과 상당히 유사하다. 1920년대 초 전남

의 한 보통학교의 아동작법에서는 경례, 신체의복, 언어동작, 학교왕래, 등교, 교실 내 행동, 식

사, 운동장, 변소, 하교 등 10개항의 심득과 52개의 요목으로 학생규율을 규정하고 있는데13), 그

중 교실 내 행동의 요목을 보면 수업 시작과 종료 절차, 교실 출입, 수업 중 자세, 필기도구 사

용 등 북한의 생활 표준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주요 영역과 내용이 일치한다.14)

13 이 중 변소 사용에 관한 규칙은 학교 생활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제시기 아동작법

에서 3개 요목으로 구성되었던 변소에서의 행동 규범은 북한의 학생생활표준세칙에서는 6개 항목으로 더

욱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학생생활표준세칙에서 변소에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1957).

대변 소변은 변소에서 하여야 하며 변소에 들어갈 때에는 다음 질서를 지켜야 한다.

ㄱ) 변소는 반드시 남자변소 녀자변소 또는 대변간과 소변간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ㄴ) 대변간에 들어갈 때에는 밖에서 노크를 하여야하며 안에서 사용할때에도 역시 노크로 신호한다.

ㄷ) 대변간에 들어서면 우선 안에서 문을 채우고 대변할 장소에 똑바로 앉아 본다.

ㄹ) 대변 도중에는 일체 잡담을 하지 않으며 벽에 여하한 락서도 하여서는 안된다.

ㅁ) 변소에서 나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손수건으로 닦는다.

ㅂ) 소변은 지정한 장소에서 보아야하며 끝나면 복장을 단정히 한 후에 나간다.

북한에서 1960년대 초반에 모범적 교육사례로 선전되었던 약수중학교 사례에서 교장이 인민반 학생들에게 화

장실 사용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학생들을 전원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자신이 직접 앉아 보이고 학

생들에게 화장실에 앉아 벽과 자기 이마와의 거리를 주먹으로 측정하도록 지도하였다는 사례가 실려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생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원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황영선,

2003)으로 미루어보아 학생들의 학교 생활, 특히 신체에 대한 세부적인 통제는 산업화 시기 이후 다소 완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14 그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매시 수업 시작과 끝에는 급장의 호령에 따라 교사에게 예를 표할 것

2) 교실 출입과 좌석 거취, 기구 출납시 교사의 지도에 따를 것, 3) 착석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두 손

을 무릎에 놓고 두 다리는 펴고 눈은 교사를 바라볼 것, 4) 수업중 잡담, 소란, 다른 곳 보기 등은 금할

것, 5) 발언을 하고자 할 때 오른손을 들어 교사의 허락을 받을 것, 6) 서서 발언할 때는 책상옆에 서서

두 손을 내리고 눈은 교사를 바라보고, 발언이 끝나면 교사에게 경례를 하고 앉을 것, 7) 교실은 항상 깨

끗이 하고 종이나 연필 깎은 것을 버리지 말 것, 8) 교실의 문은 조용히 열고 닫을 것, 9) 학습용구는 교

실내에 두고 나갈 것, 10) 지각이나 조퇴시에는 그 이유를 교사에게 말하고 지도를 받을 것, 11) 내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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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도 경성사범학교 부속 보통학교 규율을 규정한 훈련세목에서는 교내생활에서 준수해

야 할 규율을 조회, 회합, 작업, 과업, 학용품 사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15), 북한의

학생생활표준세칙은 이 훈련세목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더욱 정교화된 형태로 제시하였다. 일

제시기 학교 규칙과 북한의 학교 규칙간의 유사성은 앞장에서 언급하였던 수업 규율과 마찬가

지로 교육 이념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던 관행의 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 이념 및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규율의 특성과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

는 학교 규칙의 지속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김진균 등(1997)은 학생들의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던 일제 시기의 학교 규율이 근대적 산업 사회에 필요한 노동자형 인

간 의 형성과 결부되어 있음을 밝힌바 있다. 학생들의 시간과 동작을 세부적으로 분할하고 계

획화하고 통제하였던 일제 시기의 학교 규율의 근대적 특성은 산업화 시기 북한에서 더욱 강

화되었다.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온전하게 노동자가 관리하였던 노동시간에 대한 개입과 관리,

노동자의 동작과 신체에 대한 계획화와 강제라는 근대노동으로의 전환의 시도가 사회주의 사

회인 북한에서도 어김없이 진행되었다.16) 테일러리즘 하에서 노동의 모든 요소들은 사전에 치

밀하게 계산되고 계획되며, 노동자는 그의 과업과 노동 방법, 노동시간에 관한 자세한 지시에

의거하여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화 시기 북한의 공장에서도 노동자의 시간과 동작을 지

배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생산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였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각 요소별로 분석하고 측정하고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방법

을 찾아내어 보급하는 로동일 실사 와 로동시간의 합리화 가 시행되었다. 노동시간을 분할하

고 측정하고 재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노동자들은 시간을 분으로 뿐만 아니라 초로

써도 계산할 줄 아는 정확성과 정밀성 (최선우, 1955, p . 43)을 갖추도록 요구받았다. 학생들의

시간과 신체 동작을 계획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세부적으로 분할하고, 일상적으로 개입,

통제하는 학교 규율은 소비에트 테일러리즘이라는 근대적 생산방식 하의 노동 규율과 동일선

상에 위치한 것이었다. 이는 규율의 자율적 준수와 집단주의라는 사회주의적 특징과 결합되면

서 195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주의적 노동자 를 형성하기 위

오면 호령에 따라 경례할 것(김진균 외, 1997, pp. 96-97).
15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업 중 선생에게 주의하자, 질문이나 답은 확실히 하고 말끝을 분명히 하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거수는 왼손을 사용하자, 용구를 꺼내고 집

어넣을 때는 조용히 하자, 자세는 언제나 바르게 하자, 책을 읽을 때와 말을 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음성을 분명히 하자, 함부로 자리를 이탈하지 말자. (오성철, 2000, pp. 332-333)
16 사회주의 국가에서 적용된 테일러리즘 생산방식에 대하여 이진경은 소비에트 테일러리즘이 자본의 이윤으

로 직접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질적인 내용에서 자본주의적 테일러리즘과 근본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소비에트 테일러리즘은 효율성과 생산성, 과학성 등의 기치 아래 노동조직

을 효율적으로 통제가능한 형태로 바꾸었고, 또 그에 적절한 노동의 형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근대

적인 노동자의 신체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이진경, 1997, p. 306). 1950년대에 북한에서 적용된 테

일러리즘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근대적 노동의 기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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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제로 기능하였다.

학생규칙과 세칙에 표현된 노동 규율의 두 번째 특성은 상급자에 대한 복종이다. 학생규칙

의 3조는 학교장과 교원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것 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현장에서 직

무위계상의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노동 규율과 연관된다. 학생규칙 제정에 관하여 교육성 관계

자가 발표한 다음의 글은 교사에 대한 복종을 직장 상급자에 대한 복종과 연계시키려는 교육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송진파, 1949; 이향규, 2000, p . 180에서 재인용).

(교장과 교사에게 복종하는 것은) 장차 그들이 군대 내에서 복무하며 생산기업소나 국가기관에 근

무할 때 크나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상관의 명령이나 지도간부의 지시를 어김없이 실행하는 것

은 각개 자각한 공민의 신성한 임무이므로 이런 습관을 어려서부터 양성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

며 크나 큰 정치적 의의를 가진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직장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순응하

고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예비노동자를 양성하

는 교육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수업의 진행은 학생들의 주도와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의 지시와 허가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었다. 학생규칙의 7조

상학종이 울면 곧 교실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앉을것이며 수업시간중의 교실 출입은 반드

시 교원의 허가를 받을것 과 10조 수업시간중 교원에게 대답할 때에는 이러서서 자세를 바로

할것이며 대답후 앉을 때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을것. 학생이 자진하여 대답 또는 질문할 때에

는 손을 들어 교원의 허가를 받을것 에 그러한 원칙이 서술되어 있다. 세칙에는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할 사항이 더욱 자세하게 서술되었다. 수업시간 중 질문과 답

변, 문제 풀이나 실습 진행, 교실 출입과 휴식시간 중 학교 교문 출입, 방과 후 교실 사용 등이

교사의 승인이 필요한 행동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교사의 지시나 학교 규칙의 수용은 법적 강제나 처벌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규율준수에

대한 자각을 기초로 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북한의 교육학 이

론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자각적 규율 과 창발적 규율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각적 규율 이

란 학생들이 규율을 준수함에 있어 학교내의 질서와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바

탕 위에서 규칙 준수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내면화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창발적 규율 이

란 규율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내려진 명령과 지시를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보다 훌륭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1960, p . 285). 그러

나 여기에서 말하는 자각성과 창발성이란 상부의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을 무조건 강제하

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성과 규율의 내



북한의 학교 규율과 사회주의적 노동자 만들기 14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면화를 유도한다는 의미로, 학생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학교에서 자각적이고 창발적인 규율을 정립하기 위해서 학생규

칙과 세칙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규칙의 매 항목을 정확히 암기하며 각 조

항의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위반 행위가 왜 잘못된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것이 중요시되

었다(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1960, pp . 292-293).

학교에서의 자각적이고 창발적인 규율에 대한 강조는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요구되었

던 규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학교의 규율을 자각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공장에서

자기의 생계를 위한 보수나 기준량과 관계없는, 오로지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자각 에 기

초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을 수행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공장에서 자발적 노동은 노동 규율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자신의 노동 과업을 책임감있게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규율을 내면화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지시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태도를

개발함으로써 훈련될 수 있는 것이었다.

Ⅵ.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1950년대 후반 이후의 산업화 시기에 학교교육을 통

하여 사회주의적 노동자 만들기를 시도하였으며, 사회주의적 노동자 양성에 있어서 노동 규

율을 형성시키는 것은 선진적 산업 기술을 교육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였다. 학교에서

는 정치사상 교과 등의 교과 수업과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수행되는 생산노동의 교육

내용, 학교의 각종 규칙을 통하여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에게 노동 규율을 형성하자 하였다. 뿐

만 아니라 수업 규율,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양식 등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노동규율을 내

면화하는 기제로 기능하였다.

북한의 학교 교육에서는 노동 규율의 형성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목표로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 내용 면에서도 간접적이거나 은폐된 방식이 아닌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학생들

이 갖추어야 할 노동의 규범과 규율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치사상 교과와 생

산실습을 통하여 강조되는 노동의 규범은 사회주의적 노동관 에서 강조하는 자발적으로 노동

에 헌신하는 태도와 집단주의적 태도였다.

수업이 조직되는 형식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규율이 중시되기보다는 교사의 주

도성과 그에 대한 복종이 강조되었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규율이 매우 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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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었다. 이는 졸업 후에 배치될 생산 현장에서 집단주의적 질서와 상부의 권위를 자발적

으로 수용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장치였으며,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지니는 대신에 사회주

의 산업화가 추구하는 노동시간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분절화와 대상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장

치였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교실은 시간, 공간, 내용, 구조 등 모든 것이 타인에 의해 결

정되는 작은 노동현장이며, 보상은 외부에서 주어지며, 교사와 학생 간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

용은 위계적인 조직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지적(H . Giroux, 1988, 이경숙 역, 2001, p . 99)

은 비단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교 규칙에서는 시간 규율의 준수 및 과업의 성실한 이행과 상급자에 대한 복종이 강조되

었는데, 이는 공장에 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노동규율과 조응하는 것이었다. 한편 수업 규율과

각종 규칙 등이 보여주는 특성은 소련의 사회주의 교육의 영향인 동시에 일제 시기 학교 규율

과 연속성을 지니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연속성은 노동자의 동작과 신체에 대한 계획화와 통

제를 추구하는 근대적 노동의 기획이라는 사회적 조건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의 학교교육을 통한 노동 규율 형성에 대한 탐구에서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의

교육 과정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규율과 실지 학교 규율이 작동되는 모습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특정한 교육 목적과 내용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학교 내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에 의하여 변형되고 타협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굿라드는 교육과정을 의도된 교육

과정 , 전개된 교육 과정 , 실현된 교육 과정의 세 수준으로 구분한바 있다.17) 이 연구에서는 주

로 공식적 교육과정이나 모범적인 수업 사례 속에 나타난 학교 규율을 탐구하였다. 수업이 운영되

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를 살펴보았으나, 이것만으로는 전

개된 교육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 주로 서술한 의도된 교육과정과는 달리 북

한의 중등학교에서는 각종 규칙 위반과 절도 등의 규율 위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최근 들어서

는 자유조직과 같은 금지된 조직을 결성하는 저항 행위가 소극적인 형태로나마 존재한다는 사실

을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의도된 교육과정이 표

방하는 규율과 실제로 작동하는 학교 규율간에는 존재하는 일정한 간극과 이러한 간극을 발생

시키는 규율에 대한 저항의 형태와 원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7 의도된 교육과정 은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이다. 이는 법령으로 공표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전개된 교육과

정 은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교사의 실지 수업행위를 의미한다. 실현된 교육과정 은 학습성과로

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지로 배운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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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of the Labor Discipline in
North Korean Education

Cho , Je ong-Ah*18)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and the mechanism of training labor

discipline through schooling in North Korea especially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In North Korea, it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of education to foster students

with the socialist labor discipline which needed to perform duties in factory after graduate,

since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To internalize the students with socialist labor disciplines, mechanisms such as classroom

instructions and the productive labor as the formal curriculum, classroom disciplines, and

school rules were used. Labor disciplines such as self-sacrifice and spontaneity to one's

task, and collectivism were elucidated as the instruction objects and emphasized in the

contents of education.

Not only the contents of instructions but also the forms and disciplines of classroom

instructions are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labor disciplines. The lessons were led by

teachers entirely and teacher's authority were emphasized.

The student' s disciplinary rules were enacted and regulated each students daily behavior

to adjust labor disciplines, ie punctuality, diligence, and obedience to seniors. It were

correspondent with labor disciplines in factories. These rules were compulsively enforced

even though it was officially regarded and recommended as a students self-governing rule.

key words : North Korean education, labor discipline, classroom discipline

* Researcher,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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