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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회** 

1. 셔론 

북한의 교파과정의 변천과정은 교과목의 변화률 중심으로 @ 해방파 

과도기(19뼈-1앵.)(2) 초풍의무교육시기(1949-11쨌)@ 기술의무교육시기 

(l짧1007) @ 김일성우상화시기(l짧d團)@ 김정일 통장시기(1뽑1앓) 

@ 김일성 사후: 1!m년 이후로 나쉰다)) 

* 이 논문온 :nJ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애 의하여 연구되었용(KRF -:nJ2-{)73-
AMl뼈1)，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한만질(1면7) r흉일시대 북한교육혼J(교육과학사)‘4 북한의 교육과쟁과 교쐐’ 참고 

@ 시기에는 학교얘서 교육내용의 흉일융 기하고 해방된 북한사회의 이념에 부합하 
도혹 개편용}는 것율 목적으로 삼았다. 이 시기는 일째의 잔재훌 청산하고 민족의 문 

화률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의도률 지니고 있다，(2) 시기에 북한은 1짧년 9월얘 사 

회주의 교육체제훌 정확시키기 위하여 학채개편옳 딴행하였으며 이애 띠라 교육파 

정도 개정하였다. 이 때 북한은 인민학교 5년제， 초급종확교 3년제， 고급중학교 3년 
째의 학쩨훌 채헥하고 초둥의무교육율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올 시도혀였다'，@ 시 

기에 북한온 현대적 기술율 가진 전면적으로 활견된 사회주의 인채률 양성하는 데 

개편의 초점올 맞추었다. 톡히 현실 생활에 맞는 기술에 맞는 기술교육울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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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사후인 1잃년은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전반에 많은 변 

화가 있었던 해이다. 학기 개편의 측면에서 새학기 시작일을 김일성 생일 

인 4월로 변경하여 김일성 추모열의를 김정일에 대한 충성으로 계숭하였 

으며2)， 교과과정 및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진 해이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5，6시기 æ년 이후~현재-에 해당 

하는 것이다，@ 시기 중 ~년에 한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고 하였 

으나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국어과목은 별다른 개편이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3) 현재까지 연구자가 수집한 교과서 중에서 북한 국어교육의 전모 

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대개 %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인민학교 고 

둥중학교 국어 관련 교과목이다. 소장하고 있는 %년 개편 이전의 교과서 

는 인민학교 1-4년， 고둥중학교 6년 과정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므 

위하여 고급중학교 체계를 폐지하고 중동 및 고둥기술체재를 새롭게 설치하여 일정 

한 분야의 기술지식올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은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 
상체계를 확립한다는 명분 아래 김일성우상화교육이 교육과정상에서 확고하게 정착 

하는시기이다. 
1쨌년 〈공산주의 도덕〉과목 및 김일성우상화관련 과목들의 신셜 및 채택이 있 

었고、 유치원교육이 학제에 편입되고 11년 의무교육제가 도입되면서 유치원， 초 • 중 
동학교 교육에서 김일성우상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쨌년의 교육과정에는 김일성우상화과목과 공산주의 도덕과목이 인민학교와 고 

둥중학교에 중요 교과로 둥징하고 있다. 

(5) 1ffi)년에 이어 1쨌년에는 교육과정 개정올 통하여 김정일과목올 정규과목으 

로 신설하는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1쨌년 이후 북한의 교육과정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롤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앓년에도 한차례 개정이 있었 

으나 부분적인 것에 그쳤다'， @l!m년도 교육과정은 김정일 우상화교왜 중점을 
두고 개편하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김 

정일 우상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 김태훈{l體1)， r북한의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교육내용분석- 1쨌년 발행본올 중심으 

로J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3 
3) 소강쥔ml)에서 제시한 고둥중학교 1학년(l앓)， 2학년 국어(1쨌)의 목차률 살며본 

결과 00년 개정 이전교과서의 목차와 동일하였다. 이로 불 때， 교과서 개정은 &3년파 
00년 두 차례로 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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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융이 따르기 때문헤4)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효}는 

교파서는 인민학교 1-4확년 국어 교과셔 및 고둥중학교 1-3학년 국어 교 

파서로 한정하기로 환다:5) æ년꽉터 93년 이전의 교과서률 ‘93년 이전 교 

과서’로 00년 개편이후 현재까지의 교과서는 ‘93년 이후 교파서’로 지칭하 

기로한다. 

북한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온 공산주의와 주체사%탤 실현활 혁명가률 

키우는 데 있으며 국어 교육의 목적은 천 인민을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에 있옴율 고려할 때 북한에서 국어파는 교육의 근간올 이 

루는 과목이라 할 수 었다;6) 이 연구는 5， 6시기 국어과 교파서(인민학교 

1，2，3，4학년 r국어J ， 고둥중학교 1，2，3학년 r국어J)를 대상으로 구성과 제재 

의 변별생을 살펌으로써 북한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면모률 밝혀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통일이후 교파서의 준거를 설정을 위 

한 자료원으로서의 성격올 지닌다. 

11. 1980년대 이후 북한 국어과 교육7) 

북한은 1쨌년부터 현재까지 네 번의 교육파정 개편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1웠년파 1쨌년， 1002년파 1體년이다. 

4)1쨌년 r인민학교 2강 국어J ， J.972년 r국어 HJ， l!El년 r고둥중학교 국어 3J올 제외 
하고는 모두 83년 이후부터 현재에 혜당하는 교과서이다 

5) 고둥중학교 4-ti학년용 국어문학， 문법온 별도의 논문율 흉해 다루도룩 한다. 
6) r국어교수법매(해주 2사범대학 외， 1973, 교육도서출판사)에서는 국어교과가 담당해야 
할 정치 사상 교양의 내용으로 @학생들 속에 당의 유일 사상 체계훌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학생들 속애셔 계급 교양올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올 강화혀는 것 

이다'. (3)낡은 사회의 생활 양식울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올 전 
면척으로 셰우기 위한 교육교양사업올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7) 이장의 논의는 이인채(1'쨌)의 w.44-!겹를 참고하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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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년대 초 북한의 국어교수의 목적은 학생들올 김일성과 당해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기 위해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문화어와 혁명문빵fl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 

고， 글읽기， 말하기， 글씨 쓰기， 글짓기와 글 감상분석올 잘 할 수 있눈 능 

력을 키우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국어과 교과서도 공산 

주의적 인재가 갖해야 할 ̂r상도덕적 풍모와 주체의 혁명위업달성에 

펼요한 내용올 보완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원칙아래 국 

어과 교육의 내용은 기존의 내용에 덧붙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시절 

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83년의 과 

정안을 통해 살펴본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CDoo년대에 비해 수업시수가 

현격하게 줄었으며(인민학교 47.6%-31.(jO/O) (2) 00년대 국어와 문학으로 분 

리되었던 고둥중학교 과목명울 국어문학으로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수업 

시수이 줄어든 이유는， ‘김일성 수령님의 어린 시절’， ‘공산주의 도덕’ 둥 

사상도덕적 풍모와 주체의 혁명위업 달성을 직접적 목표를 히는 교과목 

이 신설됨으로써 국어 과목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1쨌년의 개편에 있어 두드러진 특정은 @ 정치사상교양과 관련되는 

과목이 다소 축소된 반면， 김일성일가의 우상화 관련 내용어 다소 강화되 

었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일에 관한 괴목이， 김일성에 관한 과목파 동둥 

한 과목명칭-경애하는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 

일 선생님의 어린 시절 으로 동장한 점은 김정일 시대의 도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2) 인민학교의 경우 1~년에 비해 총 수업시수가 1많시 

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3，1뼈 3,451) 국어 시간에 배당한 시수는 1，142시 

간으로 같다는 점이다. 

1ffi2년도 교육과정의 톡정은 @ 외국어과목올 삭제하는 대신 공산주의 

도덕과목을 신설하면서 인민학교의 경우 전체 수업 시수를 3,451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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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짧m사간으로 119시싼이나 중대사켰다눈 점 그렵에도 훌구하고 @ 국 

어파목{인띤학교)얘 빼량환 시수는 1，뼈시간으로 1쨌년의 재정교육과정 

애셔보다 74시간 촉소혔였다는 점이다~ 1!웠년 교육과정 개편옳 살펴보면 

@ 인만학표의 경우， ‘위생’과목의 빼져되어 총 1꽤목이 인민학교 교육과 

정올 이루고 었다는 것파 @ 국어 파목의 비중이 31.ßO/o로 가장 옳다는 것 

으로특징지어진다. 

최현섭 외(1앉했)얘 따르면， 인민학교 교육확정의 개정에 따른 주당 국 

어시간의 변동 추이눈 다용파 같다. 

I표 11 인민확교 교육과정 재쟁때 따혼 주당 국어시간의 변동 추이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국어시간 인민학교총 국어시간빽 

년도 합계 이수시간 환율 

1~ 8 8 7 7 1,142 3,451 33.1 

1앉JZ 8 8 6 6 1 ，1α'E 3,ffil 29.0 

lfÐJ 8 8 7 7 1,142 3,614 31.6 

국어파목에 있어서 적용된 1!Di년 개정의 구체적 내용올 살펴보도록 

하자. 

ID. r국어」 교파셔외 구생과 째채 

1. 교육과정 개쩔빼 띠톨 교패서 구성의 혹짚 

국어교과의 개갱에 따른 1쨌년 이전과 이후 교과서 구성의 륙징은 다 

음과같다. 

8) 최현섭 • 이인채 • 최영환 r남 • 북한 초동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J， 도서출판 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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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민학교 r국어 l J 교과서를 채외하고는 모푸 파채채를 따르고 있 

다. 인민학교 「국어 l J 교과서는 문자지도를 한 후， 지도한 문자를 학습할 

수 있는 짧은 환량의 본문을 덧붙인 형식으로 구성되어 었다. 인민학교 

「국어 l J은 ~년 이전까지 1학기용과 2학기용으로 분책되다가 ~년 이후 
합본되었다 .. 9) 그러나 이 두 종류의 교과서에서 내용과 형식상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2) ~년 이전의 국어교과서는 읽기， 말하기， 글짓기 둥의 학습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나 %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본문의 제목 위에 학습 

영역이 구분되어 명기되어 었다. 소강쥔없:0)은 84년도 하반기 고둥중학 

교 국어교수안을 분석하면서， ‘국어교수안에 제시된 수업시수 중 본문에 

명시되지 않는 ‘련습’과 ‘실습’항목에 일정한 시간이 배정되어 있옴을 밝 

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련습’과 ‘실습’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입기， 쓰기， 

말하기에 해당동}는 내용들로 북한의 국어교육어 읽기， 쓰기， 말하기와 같 

이 언어사용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휴{져 있음을 지적하였다)0) ~년 이 

전 북한 국어 교과서는 원기영역학습이 주를 이루는 독본 형태의 교과서 

였으나.，~년 이후 교과서는 제재의 머리에 ‘읽기교재’， ‘말하기교재’ 동의 

학습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었다. 이는 ~년 이후의 교과서가 언어 

기능의 신장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둔 국어교육의 현 실정을 반영하였음 

을보여준다. 

(3) ~년 이전 교과서는 국어교육을 통하여 가르쳐야 할 지식을 제시한 

자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초 원리 교재’와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나 북 

한 사회의 우월성을 교양하거나 혁명적 세계관 형성에 척합한 산문 및 운 

9) æ년도 국어 2-2.교과서로 보아 @시기에는 2학년 교과서도 분책되어 있었옴올 알 
수있다， 

10) 소강춘<:lXXl)， r북한의 국어교육 실태 연구-고둥중학교 1，2학년 ‘하반학기 국어교수 

얀올중심으로J ， p.23) 



80년대 이후 북한의 r국어』 교과서 연구 379 

문 작용 자효 중심으로 이루혀지는 ‘읽기 R재’와， 학습 활동 과째률 제시 

하는 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습교채’(겉표지， 속표지， 차례， 본문， 련 

습’의 구성체계)로 여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00년 이후교파서논 산문 및 

운푼 작품으로 구성현 본문올 제시하고 본문 뒤에 ‘원리지식교재’의 성척 

을 띤 부록을 첨가하는 방식올 취하고 있다. 즉 본문올 제시하고 그 본문 

의 문종이나 문법 둥 국어지식과 관련한 설명올 덧붙이거나 본문올 토대 

로 한 학습활동을 채시하거나 본문내용과 관련된 속담 둥올 뿌록으로 제 

시하는 것이다. 가령， 고퉁중학교 3학년 r국어」 ‘영생하는 눈동자(28과)는 

항일혁명투사 최희숙의 반신상올 보고 쓴 블인데， 본문 뒤에는 이 글의 

문종인 ‘수필’에 대한 정의와 혹성이 설명되어 있다. 정과 ‘폼’의 본문 뒤에 

는 본푼내용과 관련된 ‘속람이 부록으로 제시되어 본문의 내용올 다시 

한번 심화하도록 하고 있다 즉 00년 이전의 교과서가 국어 지식율 본문 

과 분리하여 제시하고 본문과 관련된 학습활동올 과채로 제시하였다면， 

00년 교파서는 본문으로의 집중올 꾀하고 원리지식과 흑협활동올 통합적 

으로제시하고있다. 

(4) 북한 국어과 교과서는 두 가지 유형 @ 과와 파 사이애 연계성올 

강조한 유형(연계행)과 @ 독자척으로 완결된 과{완결형)로 구성된다" CD 
은 한 과의 학습이 후속과의 재효 혹은 학습 활동에 반영되는 괴이며 @ 

는 한 과의 학습이 그 과 내에셔 완결되는 유형이다'， 00년 이전의 교과서 

는 연계형이 우위훌 차지한 채 두 유형이 혼재된 데 비해， 00년 이후의 교 

파서는 모두 완결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고둥중학교 3학년 r국어」 

(1뼈)의 2과는 ‘문학작폼에서의 대화’라는 원리지식교째이며， 3과는 이러 

한 원리가 실현된 제재인 ‘꼬마척후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론중심의 

제재를 제시한 후， 구체적 실현물올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율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계형의 경우 대개 ‘셜명문’과 ‘시， 소설， 동화， 생활 

문， 전기문’ 둥 원기 자료 중심으로 구성한 과들 시이에 연계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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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결형 과의 예로는 인민학교 3학년 교과서 제 1파 ‘김일성 장군의 노 

래’를 들 수 있다. 이 과에는 ‘김일성 ~군의 노래’라는 시가가 실려 있고1 

이 시는 높낮이부호에 맞게 옮기， 읽기부호에 맞게 옳l리는 ‘련습’항목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00년 이전의 교과서에는 독자형보다는 연계형제재 

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연계형’교과의 경우， 원리지식교재는 순수한 국 

어지식 뿔 아니라， 혁명적 세계관 형성을 꾀하는 내용올 첨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견해와 태도롤 가지게 하기 위한 사상교육의 성격 

을 아우르고 있다. 그런데 소강쥔Jro)에서는 다른 일반 단원에 배당된 

교수시간이 4-5시간인데 비해 이른바 ‘원리지식교재’에 부여된 차시배당 

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본문의 ‘실습’， ‘련습’을 통해 언어사용능력향상 

을 꾀효}는 방향으로 북한의 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올 밟혔다. 이러 

한 ‘원리지식교재’학습은 십오한 사상적 철학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본문의 문맥 속에서 기능 신장을 위한 내용의 체계를 파악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J) 따라서 사상흑냄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국어 

과 교수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듯 00년 이후 

소위 ‘완결형’교재로의 변화는 앞서 지적한 바 ‘언어사용기능의 신장1뿐 

아니라， 국어파목 교수의 목적인 ‘사상학습’을 좀더 효과적으로 교수하려 

는 실제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2) 

(5) 앞서 지적한 대로 %년 이전의 교과서가 얽기중심(‘독본’)의 내용중 

심교파로 본문만 제시되거나 혹은 련습을 통해 학습활동어 수행되는 데 

비해， 00년 이후 교과서는 본푼에 앞질러 학습해야할 영역올 명시함으로 

써 상대적으로 언어기능신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점올 지닌다. 즉， 

11) 소강훈(없X)l. p.221 
12) 고둥중학교 3학년 r국어J21과 글짓기교채인 ‘온혜로운 품 속에서는 체육인이 검일 

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올 기록한 수기로서， 본문이 꼴난 뒤에 ‘수기’의 정의와 창작 
방법 퉁 시장성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순수 국어지식 원론이 첨부되어 있다. 이 
외에도、 lli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속담 퉁 순수국어지식과 관련된 부흑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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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쨌년 교과셔에는 제재의 앞쪽에 ‘말하기 딴원’ ‘끓짓기 한웬’ 풍 학숍영 

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고수하였던 독본 형태의 

교과서에서 벗어나 활동중십의 교과네 구성체제훌 시도하고 있눈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두 교과서 모두 학습요소는 읽기， 말하기， 쓰기(글짓 

게 둥으로 ‘듣기’ 항목은 나타나지 않으며 수록 비중온 원기→밸ηl→쓰 

기(글짓기) 순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옳 지년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93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말하기의 영역이 좁더 강화되고 말하기의 종류도 선 

전 • 션동문， 혜껄푼， 그림보고 말하기 둥으로 상채화되었옴울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상세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창의성율 개발하 

눈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옹 아니다. 이러한 학습요소는 대개 본품내용의 

정치사상성을 내면화하는 기능올 강조한 데 있다. 가령 말하기의 경우， 

실상 말할 내용은 이미 글교재를 통해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자먼 다양한 기농을 학습하고 있는 것처험 보이지만 내용척으로는 북 

한혁명사창울 심화하고 내면화하는 사상학습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6) 김일성을 ‘원수님’에서 ‘대원수님’으로 김정일올 ‘지도자선생님’에서 

‘웬수님’으로 격상시켜 호칭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옴과 같다. 

[표 21 1996년 이전 교과서와 1996년 이후 교과서 비교 
1잊웠년 이챈 1없원이후 

구생체채 
·과구성 ·피구성 
.1학년교과서는 1，2학기용으로 분책 . 1학년교과서 합본 

형식 겉표지， 축표지， 차혜， 본문， 련습 겉표지， 쑥표지， 차례， 본문， 캠혹 

파구성형식 연쩨형，환결행 완쩔형 

교과과정중 
읽기중심， 내용{사상)중심의 교과서 

국어기능신장， 언어활동충섬의 교 1 
심툴 과서 

중심 내용 ·김일성체제 ·김정얼 째제 
의 변화 · 김일성훤수님， 김정일지타 선생님 · 김일생대원수님， 김정일훨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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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환 『국어』 교괴서 제재 

2. 1. 북한 국어교과서의 제채 선정의 관접 

북한 국어과 제재 수록 OJ-상을 살피기 천에 이들 제재를 선정한 기본 

관점올 검토할 펼요가 있다. 북한 국어 교과서 제재 선정 기준올 밝힌 명 

확한 자료는 없다. 다만; 검일성의 교사와 『국어교수법.JJ(1g겸)에 의거해 

추정할 뿐이다. 북한에서의 학교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와 주체사~을 

실현할 혁명가를 키우는 데 있다Ii'국어교수법』에서는13) 국어 교육의 목 

적을 ‘정치사상교양에 있다고 밝히고 정치 사상 교양의 내용으로 다음율 

제시한다. 

@ 학생들 속에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 학생들 속에서 계급 교양율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울 강화하 

는것이다. 

@ 낡은 사회의 생활 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 

식을 전면적으로 세우기 위한 교육교양사업올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어 교육 자체의 목적이 정서교양을 필수적으로 요구한 

다는 데 있다고 보고， 혁명적 정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김일성 

에 대한 충성심 고양， 계급적 원수에 대한 중오심 고양， 핵명적 낙관주의 

형성， 아륨다움 추구’ 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 국어교과서의 제재 선정의 관점올 정리 

하면다음과같다. 

13) f국어교수법-교원대학용J (1973). w.용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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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일반 채째 션정의 기본 판점 

김일성의 혁명 사상， 주채 사상 고취 

사대주의， 봉건 유교사상 둥 반혁명 사·상의 배격 

미국， 일본， 지주， 자본가에 대한 중오섬 고취 

개인주의， 이기주의 배격 및 집단주의 의식 무장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고취 

사회주의적 생활C양식의 체득 

口 문학채재 선정의 기본 판점 

김일성에 대한 존경과 충성의 감정 고양 

집단과 조직에 대한 사랑과 척에 대한 중오섬 및 비타협척 태도 고양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적 낙관주의 감정 형성 

아름다움을 용호하기 위해 투쟁할 줄 아는 감정 형성 

뚫중학교 국어교육의 내용운 크게 ‘사상정서교양파 ‘지식기능’으로 

분류된다. 아래 표는 1잃4년판 ‘교수요강올 바탕으로 고둥중학교 1-3년 

과정의 교육내용울 정리한 것이다)4) 

[표 이 북한 고등중학교 1-3혹벤의 국어 교육의 내용체계 

구분 내용 

• 김일성후1뻐l 대환 충실성 교양 

정치사상교양 
·당정책 교양 

사상정셔교양 
·혁명 전용교양 
·꽁산주의 교양 

정서교양 
·정치 도덕적 정서 
·미학적 정서 

지식기농 
국어지식(국어원리지식) I . 말과 글올 다루는 기능에 관한 지식 

·말과글의 요소에 대한지식 | 
국어기능 읽기/밀하기/글짓게썩 | 

14) 이인채 외(찌Xl)， r남북한 초 • 중둥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홍합 방안 연구J ， 한 

국교육과정평가원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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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글을 생활적인 글， 문학적인 글， 논리적안 글로 나눈다. 생 

활적인 글은 일기， 펀지， 감상문 퉁이며 문학적인 글은 시， 소셜， 희곡， 동 

화 퉁이며， 논리적인 글은 토론글， 선전션동글， 설명문， 웅변 둥이다 이 

중 시， 소설(동화)， 설명문， 전기문 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록제재들은 앞서 기술한 제재선정기준， 내용체계에 의 

해 채택된 것이다. 수록비중이 높은 제재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성을 

견주어보도록 한다. 

2.2. 북한 국어과 교과서의 쩨재 

(1) 시 

시는 설명문과 더불어 가장 비중이 높은 제재이다. 인민학교의 경우'， 00 

년 이전 교과서에는 약 %수 00년 이후 교과서에는 ~.수가 수록되었으며， 

고둥중학교 1-3국어 교과서에 설린 시는 15'쉬00년 이전)， 19수{OO년 이후) 

정도이다. 내용은 대개 김일성일가 찬양， 반미， 반남한， 반일， 사회주의 체 

제 찬양 동 사상교육의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은 대부분 4행시 

이며 2연부터 10연까지 다양한 길이로 되어 있다. 시 제재의 내용은 ‘글씨 

를 잘 쓰자’， ‘공부를 잘 하자라는 학습태도에 관련된 것에서부터， 김일성 

일가 찬양 및 혁명사상고취 동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것까지 다양하지만 

주제는 김일성 일가 및 북한정치체제에 대한 찬양으로 집약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시， 소설 퉁 북한의 문예물들을 펑가하면 문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당파성을 주입시키기 위한 도구의 성격이 강하다. ‘원수님 

의 망원경’(4) ， ‘온 나라 꽃봉오리 인사드려요’(1-1) 퉁 김일성 • 김정일 체 

제를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작품들은 물론이거니와， 가령 ‘다시 쓴 글 

씨’(1-2)와 같이 김일성 • 김정일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작품 

들에도 사장성은 전제조건이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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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재의 학년볍 환포환석에셔 륙이한 점온 인민확교 1학년에서 카장 

높게 수혹되어 있으며 고동중학교로 율라갈수룩 수륙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가장 인민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시가 가장 높은 비충율 차 

지하는 것은 주정보로의 장르인 ‘시’를 통해 인민학교 아동률이 김일성 

체제얘 대해 정셔적인 친밀성용 느끼게 함으로써， 사상교육올 효율척으 

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민학교 고학년인 3， 4학년의 

경우앤 시 수록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사 

상을 보다 논리적인 서사형식올 통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 

다 

주체적 푼앵리폼이 밝혀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시문학의 고휴한 특성은 

풍팍한 서정썽이다. 시문학의 고휴한 륙성이 풍부한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 

은 시에서는 생활얘서 느낀 정서가 시형장구성의 기본알맹이로 된다는 것 

옳 의미한다'. (…) 시는 생활올 서사적 방식 극적 방식으로가 아니라 서정 

적 방식으로 반영한다~ ( ... )16) 

북한에서 시의 효용은 사상을 정서적으로 체험케 하는데 있다. 이 때 

정서는 인간의 정치도덕적 감정 미적 감정올 의미하는 것이다)7)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쓰려면 뜨거운 심장 정책적인 눈을 가지는 것과 함께 생활 

올 시적으로 느껴 받아들이는 기교가 있어얘8) 한다. 인민학교 저학년 교 

15) ‘다시 쓴 글씨’(1-2)의 표면적언 내용은 글씨활 율바로 쓰자는 학습태도에 환련된 
것이지만 굴씨률 올바로 쓰는 것이 김일생의 교시률 따르는 행동이라 서술함으로 
써 김일성 체채얘 대한 충성섬율 내변화하는 기능율 하고 있다. 

16) 이하" (1)-(3)온 허수샌1쨌.7) r서갱시」， 『문화어학습.~ 1없1년효，~장æ에서 발빼 
함 

17) “인간의 캅쟁은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정치도덕적 감정， 미척 감정이 정서로 
된다끼 허수산(1001끼 r셔갱시」， 『문화어핵슐J3혹 \laì 

18) 앞의 글;\la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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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에 시가 많이 실린 이유는 사상율 논리가 아닌 정서로 체험케 하는 

시의 특성이 어린 학생틀의 시장교육에 척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수록된 시는 대개 3 ， 4조 혹은 3음보의 형식을 지니고 있어 냥송하 

기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가령김일성장군의 노래」라는 혁명가 

요를 보자면 시어의 면에서는 ‘피어련 자욱’ ‘김일성 장군’둥 혁명사상 및 

정치체제와 밀접한 시어들을 반복합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정서적으로 

전달한다. 북한의 창작 방법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항상 낭송올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과장법을 효과척인 방법론으로 취급하고 있다 

는 점이다)9) 낭송과 과장법은 모두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도모하기 위 

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기능한다. 

00년 이후 교과서에 실린 시 제재의 경우 이전 교과서와 견주어 주목 

할 점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 김정얼 찬영:01라는 내용과 주제가 눈에 띠 

게 늘었다는 것이다"， 00년 이전 교과서의 시제재에서 김일성관련 제재는 

:ø편， 김정일 관련제재는 7편에 불과했으나 %년 이후에는 김정일관련 제 

재는 31편， 김일성관련 제재는 æ편으로 김정일 찬양 및 충성 결의를 담 

은 시제재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 관련 제재라 하더라도 김일 

성과 김정일을 함께 등장시킴으로써， 김일성의 계승자로서의 김정일을 

부각시키고 혁명정신의 계승을 유도하고 있다. 

고둥중학교 시제재에서 드러나는 특성은 지은이를 밝힌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여타의 고등중학교 제재에도 모두 해당하는 특성이다. 고동 

중학교 시의 지은이는 정서촌， 립금단， 리인모(북송장기수)， 김철 둥으로 

밝혀져 있다. 고퉁중학교 시의 경우에도 인민학교의 경우처럼 김정일관 

련 제재가 급중한 것이 특정이다. 

19) 서정시 r나의 조국」의 언어형상을 논하면서 ‘세찬 퍼덕임’올 효과적인 과장법으로 
예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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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문 

북한 교과서의 설명제재는 문법에 대한 셜명， 풀쓰기에 대한 설명， 맞 

춤법에 대한 설명， 읽기/말하기/쓰기 둥 언어지식과 언어기능환뼈 대한 

설명문이 주종을 이룬다. 이 외에도 일반 설명문이 수록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높지 않다. 인민학교 교과서의 경우 ffi년 이전 교과서에는 총 fj) 

과가 수록되었으나 ffi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8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국어지식파 학습요소관련 부분이 ffi년 이후 부 

록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ffi년 이후의 교과서에서 국어지식과 관련된 

파는 ‘국어공부시간에’ 1파 뿔이며 나머지는 ‘조선범’， ‘거북선’， ‘금강산’， 

‘우리 나라 바다’ 둥의 일반설명문이다. 

ffi년 이전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언어지식과 언어기능분야 설명 

문은다옴과 같다 . 

. . 언어지식환야 문장， 단어， 자모의 차혜와 이륨， 단어의 개념과 의의기 

능， 문장， 토의 개념과 의의， 문장의 갈래， 구생파 기능， 김일성 뿌자 경어， 

입말의 개념과 특성， 똑같은 말과 반대말， 입말의 개념과 륙성(이상 인민학 

표) 단어와 그 뜻， 어휘의 갈래， 생구와 속담， 글의 갈래， 단어의 이루어짐과 

단어 만률기의 수법， 맞춤법 규칙， 말소리와글자， 말소리의 갈래， 된소리 

되기와 소리 끼우기， 소리빠지기와 소리줄이기， 문화어의 띄여쓰기와 그 원 

칙， 명사의 띄여 쓰기， 동사 • 형용사의 띄여 쓰기， 여러 가지 어휘표혐수법， 

관형사 • 부사 • 감동사의 띄여쓰기(고둥중학교) 

.. 말하기 영역: 묻는 말에 대답하기， 인사말하기， 말할 때의 바른 폼가짐， 

차례 세워 딸}기， 느낌 말하기， 문빼로 말하기， 조리있게 말해](이상 인 

민학교) 말하기와 언어례절 말소리 닮기 선전글과 선전 활동(고둥중학교) 

.. 읽기영역: 끊어얽기， 높낮이롤 맞춰 얽기， 읽기애서 끊기의 방법， 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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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달라지는 소리(샘동화)가 있는 단어 읽기， 높낮이에 따라 얽기， 표현 

적인 끊기， 동요동시의 낭송법(인민학교)， 글은 잘 새겨 읽어야 한다， 산문 

율 어떻게 읽올 것인7t， 읽기에서 감정 정서 살리기， 읽기 투와 희곡읽기(고 

둥중학교) 

, ，글짓기 영역: 띄어쓰기의 방법， 제목 달기， 차례를 세워 글쓰기， 알맞은 

말을 골라 쓰기， 목표가 뚜렷이 나타나게 글쓰기， 글의 차례 세우기， 생동한 

표현 꾸미기 이야기글， 일기， 펀지， 토론글， 감상문， 기행문 쓰기 (이상 인민 

학교) 서술글 쓰기， 글감올 잘 잡。}야 한다. 감상문을 어떻게 쓰는가? 견 

학 • 답사와 기행문쓰기， 서정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글의 짜임， 주제는 정 

치적 의의가 있게 풀어야 한다， 문학작품에서의 대화， 구성의 대를 바로 세 

워야한대고둥중학교) 

, ，글쓰기 영역: 글씨 쓰는 차례， 세운 글자와 굽힌 글자 쓰기， 받침 있는 

글자의 쓰기， 학습장에 글씨 쓰기， 글줄맞추어 글씨 쓰기 (이상 인민학교) 

글씨는 바르고 곱게 써야 한다'，(고동중학교) 

자오 옴운， 단어， 문장 둥 국어지식은 대부분 남한과 공통되나， 특기할 

만한 것으로 어미와 조사를 총칭하는 ‘토’와 김일성 부자 관련 경어를 들 

수 있다. ‘토’는 ‘단어 뒤에 붙여서 쓰이는 것’ 즉 어미와 조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민학교 『국어 1-2Jl 교과서에 실련 ‘토란 무엇인7P(~과)를 참 

고하변 토의 기능은 첫째 단어와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이루게 하고 둘 

째 문장성분을 결정함으로써 문장의 뭇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자를 칭하는 경어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인민학 

교 『국어3.!l의 ‘높이 우러러 모시는 말’(2과)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경어를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일성에 대한 경어로는 ‘위대한 수령， 경애 

하는 수령， 어버이 수령， 경애하는 아버지’ 둥이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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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는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이 있으며， 일반적인 존칭어미로 쓰이는 

‘-시’， ‘-째’， ‘-째서’도 감일성 i휴Ã}에 대한 존청과 홈포롤 나타내는 토로 

셜쟁되어 있다. 

이상 00년 이전 인민확교 • 고둥중학교 교과서애 수록된 언어지식， 언 

어기능분야의 셜명문들윤 련습 항목올 통해 구체적으로 복습되고 섬화되 

고 있으나 00년 어후 교과서에는 본문 뒤에 간락하게 수록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바해면서 언어지식 언어기능 분야의 셜명푼은 제외되었다. 

일반 셜명문 제재얘서 욕기할 점은 객관적 설명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똥해서 제시되고 있다논 정이다. 글 첫머리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와 말씀으로 시착하고 있는 톡생율 보이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훤수님께서는 다옴파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셔는 인민생활애도 리로우며 보기에도 아홈다운 동율과 

식물이 해아렬 수 없이 많습니다'，)>(고둥충학교 1학년 æ파 ‘클락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다옴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해， 서해， 남해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합니다)>(인민학교 

4학년 ‘우리나라바다’) 

와 같은 예이다. 이들은 대개 ‘우리 나라의 자뺑 클락새는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번영하는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풍 

요한 강산으로 만드는 귀중한 동물자원으로서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클락새’)과 같이 지도자 찬양 사회주의 조국 찬양 둥으로 끝맺음함 

으로써， 시상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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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문 

00년 이전 교과서에는 총 z1편이 수록되었으며 %년 여후 교과서에는 

35편이 수록되었고(인민학교)， 고퉁중학교의 경우에는 00년 이전이 3편， 

%년 이후의 6편이 실려 있다. 고퉁중학교의 전기채재는 거의 김일성， 김 

정일에 한정되어 있었다. 인민학교 교과서에는 실린 전기문의 경우;00년 

이전 교과서는 김일생에 대한 전기가 가장 많았으며， 김정일， 김정숙， 강 

반석， 김형직 둥으로 이어졌다'.00년 이후 교과서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 

정숙， 강반석， 겁형직 둥 수령에 대한 헌신적 충성올 보여주는 소위 ‘혁명 

적 가정’인 김씨 일가의 전기가 많이 동장한다. 시제재와는 달리 전기제 

재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전기가 김일성의 전기보다 적은 수를 차지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수립 이래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및 6.25참전을 내 

용으로 하는 (‘불멸의 총서’ 시리즈로 대표되는) 많은 ‘수령형상문학풀이 

있어온 데 비해 수령의 계숭자로서 김정일을 서사의 주인공으로 삼은 ‘수 

령의 계숭자로서의 수령형상문학이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기에서 드러나는 김정일의 형 

상은 어린 시절 김정일의 인품과 품성의 총명함과 후덕함 퉁 이른바 ‘수 

령의 후계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음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00년 이후 교과서 ‘어두워진 일본땅>(인민 1)에서는 김정일에게 유 

일무이한 존재로서 수령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다. 이 전기는 어린 김정일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실의 지구의에 그 

려진 일본땅을 까닿게 칠하자 일본땅이 실제 어두워졌다는 내용이다. 상 

식적인 차원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전기는 수령형상문학의 원칙에 

의거해 보자면 지나친 형상화는 아니다. 수령형상문학에서 그려내어야 

할 수령은 보통혁명가나 일반적인 지도자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예술적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이함 전기적 요소의 수용이 요구되 

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땅 속에서 나온 붉은 옥돌’(고둥중학교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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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었다. 여기서는 채체와 당의 건체률 당보하논 것으로서 ‘수행형상1 

은 계숭되어야 한디논 견지에서 수령인 김일성과 수령의 계숭자로서의 

김정일올 한 몹으효 잇는 문제롤 집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땅 속에 

서 나온 붉은 옥롤’(고둥중학교 『국어2.11， 21과)은 주체사상탑올 세우기 위 

해 좋은 자리를 잡으려 하지만 지질상의 이유로 어려움올 겪는 데서 이야 

기가 출발한다. 이 이야기는 주체사상올 매채로 하여 김정일올 ‘위대한 

수령’의 계숭자로 X버매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 역시 수 

령형상에 신비감올 부여하기 위한 奇談의 성격이 짙다. 여기서의 신이담 

은 사엽이 육톨로 변화하는 사건파 그 사건올 예언한 김정일의 예지력의 

두방향으로진행된다. 

인민학교 %년 이후 교과서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뉴톤， 김시습， 이순 

신， 을지문덕 풍 수령 외의 인물에 대한 전기가 둥징봐고， 북송환 장기수 

리인모의 전기가 퉁장하는 것 퉁올 틀 수 있다.00년 이전애 비혜 늘어난 

부분은 거의 이들의 전기에 해당한다. 북송장기수 리인모를 제외한 나머 

지들이 비공산권의 인물이거나 민족의 영웅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김태훈{1體)에 따르면 이률의 전기는 단면적인 사실 위 

조로 기술되어 있고 ‘얽기단원’으로서의 영역학습의 소째로 쓰이는 데 일 

차적 목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때) 

(4) 소셜(동화) 

인민학교 교파서의 경우 00년 이전에는 ￡편이 실려 있었으나 00년 이 

후의 교과서에는 총 $훤으로 확대되었고 고풍중학교의 ;형우에는 각각 21 
편，Z3편이 실려 있다. 

먼저 인민학교의 경우툴 살펴보자 인민학교 동회는 일반적 의미의 ‘동 

20) 김태훈(l잃1)， r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셔 교육 내용 분석-1!Dl년 발행본올 중심 

으로 J,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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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이른바 ‘이야기글’(최현섭 • 최영환 • 이인째의 용어를 인용함)로 나 

뒤어진다. 이른바 ‘이야기글1은 실재했던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 

재한 사건처럼 꾸며 구성한 이야기20인데 반일， 반남한 김일성 찬양 둥 

사상성이 질게 깔려 있다. 

~.년 이전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이야기글’의 

경우， 남한 어린이인 ‘돌이’가 김정일 찬양노래인 ‘2월의 명절올 노래합니 

다’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르쳐주어 다 함째 부른다는 이야기인 “돌이가 

부른 노래”는 남한의 어린이틀도 북한채제를 동경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동화이다찌 또한 “머 

슴0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지주의 아들을 때려눔힌 머슴 석철이의 행동 

을 제시함으로써， 인민학교 아동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적의를 불러일 

으키고 공산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단원 영 

철이의 항일투쟁을 디룬 “유격대원과 아동단원”은 반일사상을 담고 있다. 

시상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야기글1은 북한의 문예이론의 ‘천형이론’이 많 

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 인물창조에 있어 ‘(공산주의적) 전형’올 강조한다. 

‘공산주의적 전형’은 사상정신적으로 고상한 풍모를 지닌 주체형의 공산 

주의적 인간을 뭇하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행’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 

방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체사1}-에 입각한 당정책에 충실한 콩산주 

의자를 의미한다. 예컨대， 목숨을 걸고 김일성을 지킨 영웅 김창결(‘영웅 

아저씨’， 인민 1-2)이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아동단원 태숙(‘파속의 비 

밀’， 인민학교 국어 2)와 같은 인물은 전형애 성공한 경우이다. 

물째， 갈풍국변에서 계굽관계를 극대화하고 계굽모순을 심각하고 첨예 

21) 최혐섭 • 이인제 • 최영환(1쨌)에셔는 이야기굴옳 ‘전기도 아니고 생화도 아닌데， 실 
화 형식으로 표현한 제재’로 본다. 

22) 최현섭 • 이인제 • 최영환(l됐)에서는 이러한 글율 아동의 생활융 기록한 글로 보아 
생활제재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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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께 표현한다. 동.Jl-ofl서의 찰풍은 쳐주쩨솜(‘머숍。}이’(1-1) ‘콩한말’ ‘미 

쩨 숭냥이’(인민 2)), 미빼노똥재‘방 채 개， 사과 다섯 얄(인민 4)), 남한지 

배종민중(‘누나사잔’(인민 4)) 둥으로 띠지배자툴온 지배차에 의혜 죽업 

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어 결국은 김일성체제를 그리워하거나 혹은 김일 

성 체제에 의해 구원받는 서사구조풀 지난다. 지배채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언과 폭혁율 서슴지 않는 악한으로 그려지며， 피지배계굽 

은 환없이 션량한 인풀이라는 이분볍척인 설정옳 지닌다. 이것이 의도하 

는 바는 명확하다. 적대계굽애 대한 분노와 사회주의 채제(김일성체제)에 

대한 찬ζ&이다. 이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나 갈풍양상윤 최대한 

단순하며 대립의 정도는 극렬하다. 마을 주민들울 피롭힌 허시몬이 결국 

은 마율주민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이야기인 ‘미재숭냥이’(인민 2)나 자신 

을 괴홉힌 지주 아들율 단매에 때려둡힌 머슴 석철이 이야기인 ‘머슴아 

이’(1-1)에서 주인공은 비타협적 투쟁으로 승리하고 대럽인물은 제거된다. 

00년 이전 인민학교 교파서에서 창작동화는 모두 7펀어다. 이야기글파 

는 달리， 창작동화는 근면， 성실， 협동 퉁 휴머니즘적인 주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셰히 살펴보면， 여기서 제시되는 주제 역시 사회주의척 

세계관에 척합한 것으로 접종되어 있옴을 알 수 있다. 가령， ‘개미와 매 

미’(Ii"국어 1-2Jj)는 게으륜 매미와 부지런한 개미에 관한 이쩨로 남뺀1 

셔 일반적으로 ‘베짱이와 개미’로 알려진 동화이다. 이 동화는 “근면”이라 

는 주제를 지니고 있는데 부지련허 일혜야 한다는 사회주의 사상과 부합 

된다고 불 수 있으며， 협동정신율 강조히는 ‘쩔륙이는 무엇율 몰랐나’{인 

민 4)도 전체주의적 사고를 옹호하는 확한의 세계관에 적합한 주채이다. 

00년 이후 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동화는 두 가지 특생을 지닌다. 우 

선 이야기률의 경우 일제시대률 시간적 배경으로 한 채재가 많다. 북한혁 

명역사의 근훤으로서 중요한 의미률 지년 만큼 항일빨치산 사건은 이야 

기글의 소재로서 많이 둥장하며 이에 따라 유격대장으로서의 김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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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정일이 지도놀이를 하자 일제가 망한 이야 

기(‘이상한 소문’ 인민 2)나 김일성이 호랑이로 변해 일본토별대를 몰리쳤 

다는 이야기(‘백두산호링이’ 인민 4) 둥 수령의 신이함올 강조한 이야기도 

있다 

~.년 이후 인민학교 동화는 언어지식관련설명문이 빠진 분뺨큼 추가 

선정되었다.잃) 수록된 동화는 김정일이 만든 서해갑문의 위용에 눌려 우 

출대던 용에 서해갑문이 되었다는 내용의 ‘우쫓대던 룡’(인민 4)과 같이 

김정일 찬양 동의 사상적 경형=0 1 강한 동화를 기본으로 뼈， 물욕경계， 

자위， 지주， 우정， 정직， 지혜， 근면성설 등 일반도덕교양올 담은 동화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고둥중학교 소설은 ~년 이전의 경우 대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찬 

양과 충성심 고취， 사회주의 및 주체 사상 고취 둥을 주제로 한 창작소설 

이 수록되어 었다. 과학지식을 담은 소설(‘낚시터의 불빛’고퉁중학교 2, 

‘꼬마척후병’고동중학교 3)도 눈에 띠는데， 과학지식을 알려주는 인물， 즉 

주인공에게 깨달음을 주는 인물은 김일성이나 김정일로 재한되어 있으며 

이 주인공들은 수령을 만난 후에 그 수령다움얘 감복하여 충성올 맹세하 

는 도식을 따른다. 우화로는 ‘놀고 먹던 꿀꿀이’(고동중학교 1)와 ‘두 장군 

이야기’(고둥중학교 3)이 있는데， 각각 근면과 지혜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소설로 ‘이 동화는 경얘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것 

입니다’라는 글이 제목 밑에 적혀 있다. 고퉁중학교 소설에는 지은이가 

기록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김정， 김룡익， 전기영， 박춘삼， 김선， 김정권 

퉁 남뺀l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다. 

~년 이후 고둥중학교 소셜은 외국직품(‘마란과 마·술붓’ 고둥중학교 2) 

이 수록되거나， 남한문학사에서도 대표작가로 인정되는 나도행‘행량자식’ 

Z3) 김태훈(1땐')， p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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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중학교 3), 최서해(‘박롤의 죽옴’ 고동중확:il 3) 동의 문학작품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김일성， 김정일 찬양 및 사회주의 체제 수 

호라는 천편일률적인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 소재의 다양성율 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나， 이률 소설의 내용이 대개 반봉건， 반지주， 반자본 

의 사회주의적 제재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올 간과할 수는 없다. 

(히 생활문 

인민학교 00년 이전 교과서에는 총 æ파가 수록되었고 00년 이후 교과 

서에는 '51과가 수록되었다. 고둥중학교의 경우 각각 3， 9편이 실려 있었다. 

생활문의 내용은 자신의 생활을 기록한 글이지만 실제로는 사상교육이 

주된 목적언 경우가 많다. 비교척 탈정치척인 메시지롤 담고 있는 ‘영회 

의 기쁨’(1-1)이나 ‘단추’(인민 2)도 실상 사상성올 내재하고 았다. ‘영회의 

기쁨’은 공부률 더 향k겨 김일성 • 김정일에게 기뽑올 드확야겠다는 영 

희의 다점으로 끝맺읍융 하고 있으며， ‘단추’는 옷차렵올 바로 하라는 검 

정일의 교시를 받탤 옷차렴올 단정히 하겠다는 어린이의 다짐올 담고 

있는 둥 사상성(‘김일성 채재에 대한 충성심’)을 내포하고 있다'.00년 이후 

교과셔에는 기존의 생활문에 덧붙여 인사하는 법(‘꽃니의 인샤 인민 2)나， 

대확법(‘분이와 인민군대아저씨’ 인민 2) 전화하는 법(‘명화가 건 전화’ 인 

민4) 둥 말하기 영역이 보강되었다. 고둥중학교의 생활문은 00년 이전의 

경우，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주내용이었으나 00년 이후에는 집 

안의 경사를 숙부에게 전해주는 말하기 교재(‘우리집의 경샤 고풍 1)이나 

생명사랑의 갱신을 담은 ‘강으로 간 봉어’(고퉁 2) 퉁의 첨가로 주재의 폭 

이 넓어졌다는 륙성울 지닌다. 

(6) 기타 

이외에도 감상문， 희곡， 일기， 기행문， 토론문， 대화문 퉁이 수록되어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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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기할 만한 것들은 다옴과 같다. 

·감상문 

00년 이전과 비표해서 %년 이후 교과서에는 감상문이 많이 둥장한다. 

감상문의 범위도 독서감상， 그림감상， 영화감상， 신문감상， 시감상으로 폭 

넓다 그런데 감상문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일제 시대의 지주， 자본가의 횡 

포를 보며 그들에 대한 중오심을 고취시키는 발언과 글짓기를 하는 형식 

을취하고있다. 

·희독 

인민학교 교파서애는 00년 이전파 이후 모두 희곡은 두 편이 실려 있 

는데배용의 종소리」의 주제는 김일성 찬뺑l며 r함정에 빠진 호랑이」 

는 익히 알려진 전래동화로 은혜를 갚자는 주제를 담고 있다. 희곡은 북 

한 문학예술에서 큰 위치를 차지한다. 고동중학교 교과서에는 00년 이전 

에는 미제침략자와 대형하는 유격대의 내용을 담은 ‘다시 학교로 가는 

길’(고둥중학교 2)이 실려 있으며 00년 이후에는 이와 더불어 혁명가극 

‘피바다’(고둥중학교 3)가 실려 있다. 교과서에는 모두 일부분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희곡와 가극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을 뿔만 아니라， 무대화되었 

는지의 여부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행문 

인민학교 %년 이전의 교과서에서 기행문은 총 3편이 실려 있으며 00년 

이후에도 2편이 실려 있다. 기행문은 김일성 가계의 출생지， 성장한 곳 둥 

을 방문하고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며 혁명정신을 학습시키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기행문을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효}는 지덮} 선생님 

의 영광초빠한 혁명 엽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공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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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협동농장 둥울 다니면셔 보고 틀고 느끼고 겪온 일율 생동하게 적은 

글’(‘견학， 답사와 기행문쓰기’고둥중학교 『국어2.11)로 보는 북한의 관점에 

의거한 것이다. 고동중학교 교과서에도 기행문운 총 3현(00년 이전， 이후) 

이 실려 있다. 

• 말하기글 션전선동문(‘철도률 돕는다’ 인민 3) 혁명사척 • 사척지 해설 

(‘회령고향접’ 인민 3 ‘삼지연’ 고퉁 1), 구연(‘병풍속의 호랑이’ 고둥 1, 

‘날개바위’ 인민 3) 동이 00년 이후의 교파서에 실혀 있다. 선동이나 해 

설융 전제로 한 말하기와 구연하기 퉁이 있다. 

m. 결롤 

북한의 교과과정의 변천과정은 교과목의 변화활 중심으로 @ 해방과 

과도기(19뼈-19쟁H2> 초동의무교육시기(1~←1됐)@ 기술의무교육시기 

(t짧1007) @) 김일성우상화시기(l없d細)@ 김정일 둥장시기(1짧1앓) 

@ 김일성 사후; 1댔년 이후로 나뀐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 시기 이후의 교과셔， 그러니까 

%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북한 인민학교 1-4 국어 교과셔 및 고둥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이다. 

이 연구는 5， 6시기 국어파 j표과서(인민학교 1，2，3，4학년 r국어J， 고둥중 

학교 1，2，3학년 r국어J)률 대상으로 구성과 재채의 변별성올 살핍으로써 

북한국어 교육의 구채척인 면모롤 밟혀보려는 데 목적올 두었다. 

2장에서는 북한 국어과 교과서의 구성과 제재롤 00년 개편올 기점으로 

하여 변별하였다. 우선， 교파셔의 형식적 구성면에서 개현 이전파 이후률 

살펴본 결과는 다융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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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표 1331 1996년 이전 교과서와 1996년 이후 교과서 비교 

1쨌년이전 1!Ð)년이후 

구성체제 
·괴구성 ·과구성 
.1학년교과서는 1，2학기용으로 분책 . 1학년 교과서 합본 

형식 곁표지， 속표지， 차례， 본문， 련습 겉표지， 속표지， 차례， 본문， 부록 

과구성형식 연계형，완결형 완결형 

교과과정중 
읽기중심， 내용{사상)중심의 교과서 

국어기능신장， 언어활동중섭의 교 
심틀 과서 

중심내용의 ·김일성채제 ·김정일 체제 
변화 · 김일성원수님， 김정일지당} 선생님 • 김일성대원수님， 김정일원수님 

다음으로 국어과 교과서에 드러난 제재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lì년 이후 교과서에 실린 시 제재의 경우 이전 교과서와 견주어 주목 

할 점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 김정일 찬빵1라는 내용과 주제가 눈에 띠 

게 늘었다는 것이다. 김일성 관련 제재라 하더라도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 

께 둥장시킴으로써， 김일성의 계승자로서의 김정일을 부각시키고 혁명정 

신의 계숭을 유도하고 있다. 

고둥중학교 시 제재에서 드러나는 특성은 지은이를 밝힌 경우가 많다 

는 것으로 대표작가로는 정서촌， 렴금단， 리인모(북송장기수)， 김철 둥이 

있다. 고둥중학교 시의 경우에도 인민학교와 마찬가지로 김정일관련 제 

재가 급증한 것이 특정이다. 

1쨌년 이전의 북한 교과서의 설명제재는 문법에 대한 설명， 글쓰기에 

대한 설명， 맞춤법에 대한 설명， 읽기앨r하기/쓰기 둥 언어지식파 언어기 

능분야에 대한 설명문이 주종을 이룬다. 이 외에도 일반 설명문이 수록되 

어 있지만， 그 비중은 높지 않다:00년 이후에 와서는 국어지식 및 말하기， 

쓰기， 읽기 퉁의 국어지식 및 학습요소가 본문에 삽입되는 형식을 탈피하 

고 본문 뒤에 부록으로 첨가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년 이후의 교과서에서 설명문의 수록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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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웠년 발행 교파서 제재의 문종별 폭정에서 이전 교파서에 비해 큰 뺀 

회활 보인 것은 전기와 소설 제채이다. 전기에서 보이는 특성은 뉴톤， 검 

사습， 이순신， 올지문덕 둥 수령 외의 인물에 대한 전기가 둥장하고， 북송 

된 장기수 리인모의 전기가 동장하는 것 둥을 들 수 있다. 11댔년 이전에 

비해 늘어난 부분은 거의 이들의 전기에 해당한다. 북송장기수 리인모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비꽁산권의 인물이거나 민족의 영웅이라는 점에서 매 

우 주목할 만하다'. 1없년 이후 인민학교 동화는 언어지식관련설명문이 

뻐}진 분량만큼 추가션정되어 수록편수가 중가하였다. 인민학교 동화는 

김정일 찬양， 김일성 찬양， 사회주의 체제 옹호 둥 사상성을 담고 있는 동 

화와， 물욕경계， 자주， 우정， 정직， 지혜， 근면성실 퉁 일반도덕교양올 담은 

동화가공존하고있다. 

고둥중학교 소설윤 1쨌년 이전의 경우 대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찬양과 충성심 고취， 사회주의 및 주체 사상 고취 둥을 주제로 한 창작소 

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창작소설에는 지은이가 기록된 경우가 종종 있는 

데， 김정， 김룡익， 전기영， 박출삼， 김선， 김정권 둥 남한어l는 잘 알려지지 

않은작가들이다. 

1æ3년 이후 고둥중학교 소셜은 외국직품(‘마란파 마·술붓’ 고동중학교 

2)이 수록되거나， 남핸l도 잘 알려전 나도행‘행랑자식’ 고둥중학교 3), 

최서해(‘박돌의 죽용’ 고둥중학교 3) 풍의 문학작품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김일성， 김정일 찬양 및 사회주의 체제 수호리는 천편일 

률적인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 소재의 다양성올 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나， 이들 소설의 내용이 대개 반봉건， 반지주， 반자본의 사회주의적 

제재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올 간과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만한 문종으로는 말하기 글옳 뜰 수 있는데， 해설문 

파 선전선동문， 구연， 대화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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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빼훌t 

An analysis of North Korea ’s Literature Education since 

1없O 

Kim, Yang-Hee 

퍼s reseæh 려rn to fuxl charæt:erastics in Nor감1 Korea's li뼈a따e 빠JCatiαl 

Jn this reIX'T, 1 없rrine JrOI:뼈n 빼.ch litera따e 뼈ICatioo teachir필 subject 

cwrently us때 m 없갑1 Korea 때 charæterastics which ftαmd in 없따앙ι CÀ1 

this 띠ew， PUt'JX)Se of North Korea’slit:.eratln'e 많ucatiα1 is to forest a rnan which 

아~ comrur뼈n It wæ a year rnanν changes in tæ Nor감1 없æn 때JCatioo 

system ar피 α뼈.treS in 1앉l)， after tæ dt:빼1 of Kirn- ll- Sur핑. The 않았k뼈 

clas외fy beflα'e 1잃 빼 after t앉n(1!R) is irr聊때lt 미re that re찌se coorse of 

study) This s따iy focuses 00 tl뚱 하때ysis of 뼈 r없聊ÍZ(었 re에뼈 textlx생{in 

m뼈i양빼 1!R). 

(1) 터rstly， North Korea’sliter없.lJ'ete:었:ure turn tæ 뼈， subject of re외ing into 

tæ 뼈 subject of Korean lar횡w:뿔 fuoctiαl 

(2) srox뼈y， 뼈캅1 없æ’s litera뼈e 댐ucatioo of 뼈ect ar-e ~ of IX빼y， 

verses to li찌I핑， bi，명때:rnc 떼lÌch ar-e COI1l1OC뼈 witl1 Kirn ll-sur땅 때 Kirn 

Jung-il, 뼈 novel. The tmin subject of 뼈캅1 Korea’sli뼈a따e 때JCatiα1 in 1앉% 

없따빼 ar-e 뼈se of 때rn Jur쟁-jJ ar피 critic to U띠때 S떠te. 않ltl1 Kor얹， 빼se 

of Carrnnunism 때 so on 

(3) TI용 n뼈n 이왜octive feature of 뼈켄1 Korea’sli뼈ature 없따XJk t앉% 

짜얄~ to J:j맹I찍iúc and novel. Jn tæ 1!R) tex따뼈，J:j앵IëIlDY of Ki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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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S뼈’s f:빼y were r뼈없 때d t뼈m야lY therre were 않k때 of 

non-corrm.mist, like Newton, 많i었1 and a national 뼈uas 댄-경-때m-duk ar떠 

Kim-Shi-S때. 

Novel g앉 out of a pr.rise of 때m Jung-il 뼈 critic to United State . Sαlth 

Korea and 않뼈I떠 South Koπw1 r없'CSel1tative IKlVel and for번gn country’ S Wi따‘S. 

[뼈， wor배 North Korea’sli따'llture 많uca뼈，Kor없n 1ì앉tOOük of N뼈1 Kor없， 

an 많ucational con따lt of North Korea’ s li따'llture 빠lcation， The 

1됐 Issued 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