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문학교육*
-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시 교육을 중심으로

김양희**

1. 서론
이 연구는 북한의 문학 교육에 대한 것이다. 인민학교 및 고동중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의 목적， 방법론， 내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

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인민학교 1-4학년용 『국어Jl， 고등
중학교 1←3학년용 『국어』와 고등중학교 4--6학년용 『국어문학」이다. 최근
교과서인 191)년 개편이후의 교과서를 주로 다루었으며 필요에 따라 %년

대 교과서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교수요강， 교수용참고서를 1차

자료로 하고， 북한 문학교육을 추론할 수 있는 북한 문예 이론서 및 〈문
화어 학습>， <조선어문〉 수록 논문 등을 2차 자료로 하여 북한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문학 교육의 OJ-상을 분석하도록 한다.

*

이 논문은 :m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발표에 연구되었음(KRF

때4맨T3-AMffi3)， 이 논문의 토론을 맡아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한국외대 임경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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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교육의 성격과 목적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북한 문학
의 기본개념을 살피도록 한다.

2. 북한 문학의 기본 01 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북한 문학은 사
회주의 문화의 이념적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전개 %땅에 :<}o]를 드러낸다. 북한의 문예이론은 m년대 중반에
주체적 문예 사상1)， ffi년대에 주체의 문예이론， ffi년대 주체문학론으로

변화한다. 일련의 문예이론을 관통하는 것은 문예에 대한 김일성의 관점
즉 작품의 공산주의적 사상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거기에 당
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체현시켜 문학예술작품의 교양적 기능

과 동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허는 것2) ←이며 시대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면서 주체문학론으로 종합되었다.
북한문학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 창작을 기본 이념으로 한
다. 이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북한은 문학예술의 원칙을 당성， 노동계

급성， 인민성， 비타협성으로 규정한다. 이 원칙은 소위 공산주의적 인간학
으로 규정한 북한 문학예술의 근본원리3)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원

1)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71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주체적문예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문

학예술발전의 유일하게 올바른 길을 밝히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을 가장
높은 단계로 이끌어올리시였으며 인류문예과학의 보물고를 가일층 풍부히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lJ옳 기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2)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l면5:

19J5: 1)

21)

3) 당중앙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자주적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지주성을 옹호하
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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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혁명적 문학예술을 기늠 짓는 기준으로 북한의 문학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1) 당성
당성은 당에 대한 충실성 노동계급의 당에 대한 복무의 정신을 의미한
다. 이는 당파성， 혹은 사상적경향성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당성이 그것들
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중심에는 ‘수령’이 있다. 즉， 당성은 궁극적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구현하는 문제와 밀접히 통일되어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통하여 철저하게 구현된다-(11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l，

1975: 73). 문학예술창작에서 당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문학이 인민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OJ: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헝하
고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혁명적 본성과 계급적 성격은 당성에서 뚜렷이 나
타나며 그 사상교양적 기능도 당성에 의해 튼튼히 담보된다.(한중모
무， 1쨌

· 정성

84)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에 의거히여 창작사업을 진행하며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차고 당성이 뚜렷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의 노선

과 정책에 맞는 종자를 잡고 주제를 당정책에 기초뼈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어야 한다.(한중모 · 정성무， l (ID: ffi)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
하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것
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오하게 천명하였다-.(W주체사상

에 기초한 문예리론~， 19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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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구현함으로써 옹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 수행에 적
극 이바지하는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한중모·정성무，
1없:，

91)

당성을 구현하기 위해 형상화해야할 전형으로 주체적 문예이론(1'주체

시장에 기초한 문예이론.JJ)은 자주적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으로 비

교적 추상적인 규정을 내리고 있지만 %년대 한중모 • 정성무에 와서는
여기에 ‘수령의 위대성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 역할을 보여

주는’ 수령 형상의 문제(한중모 • 정성무

1ffi3:

84-81))로 확대되면서 %년

대 주체문학론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의 ‘수령형싱J 의 문제로 귀결된

다~ffi년대에 외서 당성은 ‘수령이 개척하고 딩이 영도하는 혁명 위업에
대한 복무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소위 사회정치적생명체를 북
한 문학의 근원적인 형상원천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른바 ‘사회정치적생
명체’의 핵심은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어버이와 지식이라는 혈연적 유대

로 인식승}는 데에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곧 수령형상의 당위성을 입
증하기 위한 개념이며 북한 문학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가 형성된 것은 생활과 문학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다. 오늘에 외서 우리의 문학은 이때까지의 인류문학
이 대상하지 못하였던 전혀 새로운 세계 온 사회가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위대한 현실을 형상원천으로 하게 되었다. 우리의
현실에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령도자와 전사의 관계를 넘어서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룩 하나의 사고 하나의 호흡，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진 혈연적
유대로 되고 있으며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모든 사회성원들의 관계는 혁명
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관계로 되어 있다'. (중략) 바로 이러한 현실은

문학 앞에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형성은 문학의 형상원천을 새롭게 규정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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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창작방법을 요구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존재와 활동원리

에 맞게 문학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야만 공산주의문학건설의 력
사적 위업을 벚나게 실현해나갈 수 있다. 우리문학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

는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된다. (검정일， l ffi2: 11옹119)

당성의 문제와 당성의 형상화 문제는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른 ú.}상을

보인다. 당성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 문예사상은 수령에 대한 충실
성을 그렬 것， 즉 당의 노선과 정책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구현되는 현실

생활을 형상하는 것에 선차적 관심을 기울이며 (공산주의적) 인민의 형상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주체문학론에서는 모든 형상의 중심에 역사

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특출한 위인으로
서의 ‘수령’을 형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년대 주체문학론에서는 당과 수령

인민의 삼위일체를 강조하면서

형상 창조의 대상으로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 형상을 강조한다.

(2) 노동 계급성

노동계급성은 당성과 함께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본질과 계급적 성격을

특정짓는 중요한 정표로 인식된다. 노동계급성은 곧 노동계급의 입장과
관점을 견지하는 것으로， 노동계급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가 된다. 노동계급성의 영도적 역할을 묘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작품의 주제 및 소재는 (1) 근로대중의 투쟁을 그렬 것

(2)

미 ·일 제

국주의자의 침략적 본성과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 본질 (3) 자본주의
제도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폭로할 것 등으로 요약된대『주체사상에 기초
한 문예리론dl ， 1%: 78 'ö1). 이런 소재를 통해 철저히 구현된 노동계급성
•

174

국어교육연구 처1115집

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힘 있는 무기로 기능하도

록 하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식하도록 하게 한다. 이
러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문학 작품에서 노동계급성은 노동 계급
의 혁명정신을 투철히 반영한 ‘노동자의 전형을 통해 제시된다.

(3) 인민성

인민성의 개념은 문학예술이 인민들의 사상 감정에 맞고， 인민 대중을

위여 이바지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인민성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철저한 복무의 중심은 인민성의 본질이며， 여

기에 근거하여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은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교양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민성에 기초한 작품이란 내용과 형식 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

다. 우선， 인민들의 생활을 그리는 것，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묘사대상
으로 샘}야 한다. 이것은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 반하는 온갖 반동적이
며 반인민적인 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작가들이 당
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인민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형식상， 인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그들의 감정에 맞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것은 민족적인 특성을 풍부히 반영하는 민
족적 형식의 문제로 이어진다".4)

북한의 문예이론은， 문학예술이 인민들의 사상 감정에 맞도록 하기 위
한 조건으로 @ 시장적 내용 @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에서 절실하고

4)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창조 발전되여온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
하여 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에서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적특성을 풍부히 구현하고
문학예술의 인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W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19J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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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문제제기와 인민의 이해관계에 맞는 해명，@ 우아한 예술적
형식， 고상한 예술적 품위，@ 문학예술의 통속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이 중 CD， Ø는 내용적 특성에，@，@는 예술적 형식과 관련된다(한중모 •
정성무， 1쨌:

102-112). CD과 @는 문학작품의 7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되는 요인이다. 이는 혁명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공산
주의 사상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문제를 의미한대한중모 • 정성무， 1쨌:

1(D). 형식적 측면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아한 예술적 형식과 고상한 예술
적 품위로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주성이다. 즉， 자주성을 위해 투쟁하
는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것이 미적(美的)이며， 인민들에게 널리 향유
되기 위해서 펼요한 조건으로서 통속성이 제시된다.

(4) 비티협성
비타협성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라는 사회주의 문학 예술의 혁
명적 원칙과 사장적 순결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이념이다. 북
한은 비타협의 대상으로 삼。}야 할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문학 작품 및 문

예사조로 자연주의， 형식주의， 예술지상주의를， 수정 극복해야 할 대상으

로 수정주의， 복고주의를 들고 있다. 이것틀을 비타협의 대상으로 본 이
유는 다음과 같대이인제， 1~:

102).

자연주의는 세부 말단적인 것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기 때

문에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왜곡하고 순수 자연만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색정주의， 허무주의， 인간 증오 사상을 퍼트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쟁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식주의는 작품의 내용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형식의 독자성을 주장하지만 형식을 내용과 분리시킴으로써 형식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이어야 할 주인공의 사상과 감정

및 생활과 투쟁을 진실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투쟁의 대%에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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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예술지상주의는 문학예술의 당성， 노동 계급성， 사상성과

정치성을 거부하고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부정할 뿐 아니라，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투쟁의 대성이 되

어야한다고주장한다.
다음으로1 수정 극복 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수정주의， 복고주의를
배척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정주의는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

계급적 전인류적인 문학예술이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당성， 노동 계급성，
인민성을 거부하고 문학예술이 지녀야 할 혁명적 성격과 전투적 기능을
마비시키므로 철저하게 극복 청산해야 할 대^J-이라고 주장한다. 복고주
의는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 원칙을 떠나 지난날의 낡고 반동적인 것을 미

화 분석히여 그대로 옮겨 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동적 사상 조류이기
때문에 극복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회주의 문학예술이 견지해야 할 네 가지 원칙은 모

두 문학의 사상교양적 기능과 관련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어과 교육에
서 문학 제재를 선정하거나 문학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데에도 많은 영

향을미치고있다

3 북한 문학교육의 성격과 목적
북한에서 문학교육의 역할과 임무는 석인해 • 김용은이 1없년 저술한

『문학교수법.JJ(교육 도서 출판새어l 제시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1~1
년 7월의 김일성 교시인 〈작가 예술가들에게〉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의 김일성의 보고인 〈로동당의 조직적 사장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는 문벤 나아갈 방향이 사상 투쟁에 있음을 밝힌 선
도적인 교시로 평가된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및 12월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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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김일성은 작가 예술깨게는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투사로 교양
시킬 사명을 교원들에게는 후대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혁명 투사로 교

양시킬 과엽을 제시하여 교육 및 문학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대석

인해 · 김용은， 1쨌: 19)고 평가된다
이러한 교육적 방향에 맞추어 문학과목의 구체적인 교수과업은 어떻게
제시되는개 그것은 1됐년 2월 16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

회가 제시한 학교 교육 사엽의 기본 방향과 맞닿아 있대석인해 · 김용은，
1됐:

16-25). 그들은 상무 위원회가 제시한 학교 교육 사엽의

기본 방향이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학생들: 연구자)을 사상적으로 견
실한 일군으로 준비되도록"(석인해 • 김용은 1됐: 21) 하는 데 있음을 밝
히고 문학 교육의 임무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

지에서 문학 교육의 임무는 “고상한 애국주의， 인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헌신성， 당과 혁명의 리익에 대한 충실성， 사회에 복무하려는 완전
한 준비 원쑤에 대한 무자비한 증오 투쟁에 대한 용감성 리론과 설천의
일치， 새로운 것에 대한 민감 등 우리의 후대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들을

학생들에게 교협}는"(석인해 • 김용은， 1됐:

21) 것， 즉 공산주의 교OJ-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이 때 공산주의 교양은 김일성이 1!E4년에 교시한

당성의 원칙을 교협}는 것과 연계되어 있대석인해 · 김용은， 1됐:

24-2)).

학교 교수 과목으로서 문힘l이 가지는 기본 과엽은 애국주의 교양과 미

적 교양으로 제시된다. 석인해 • 김용은(1쨌: a:;-28) 에 따르면 학교 국어
교육은 사상 예술성이 높은 문학 예술작품들의 감상과 분석을 통하여 공

산주의세계관과 혁명적인 미학적 관점과 태도를 갖게 하며 풍부한 문학
예술적 소OJ-을 갖춘 혁명적 인재 육성에 이뼈하는 과업을 지닌다.

교과목으로서의 문학은 다음의 교수과업을 가지고 있다

1) 옳게 조직된 독법， 작품의 미묘한 음악적 효과， 언어의 표현력，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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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상화 작품의 전체 구성 등을 연구한다.

2)

문학교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학에서의 사상적 내용， 사실주의， 전

형성， 예술적 표현력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3) 학생들이 문학의 본질 문학의 당성원칙， 내용과 형식의 통일 등과
같은 기본적 문제들과 함께 문학 작품 연구에 펼수적인 문학 이론들을 이
해하여야한다.

4) 학생들의 형상적 사고 정서적 형상적 언어의 발전도 기해야 한다.
예술적 사고의 발전과 더불어 표준어 사용 능력의 훈련도 중요하다.

북한이 문학과목 교수의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문학의 사상적 내용 이

해， 예술적 형식 이해， 문학 언어를 통한 언어 지식의 함양 등이다 북한
은 “문학은 후대들의 교육 교양의 복잡한 수단이며 언어의 발전 뿐 아니
라， 정치적 · 문화적 · 도덕적 교양의 기본목적의 수단으로 기능한대석인

해 • 김용은， 1쨌: 28)"고 바라보면서 이를 ‘애국주의 교양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애국주의 교ÓJ은 당성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시대와 생활이 제기
하는 새롭고 가치 있는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작품이라야 사회
주의가 요구하는 문학 작품이 된다논 논리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문학

이 다루어야 할 인간 문제의 내용인 자주성에 대한 문제， 지주적인 인간

의 문제，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틀 요건이 충
족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북한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원칙
으로 역사주의 원칙， 당성의 원칙， 집중주의의 원칙을 틀고 있다{석인해 -

김용은， 1쨌:l)폐，)， 당성의 원칙은 문학 교육이 당 정책을 관철해야 한
다는 원칙으로1 사회주의 교양을 위해 사상적 및 예술적 내용에서 값있는
재료를 선택할 원칙이다 역사주의 원칙은 작품과 사회정치투쟁을 관련
하여 해명하며 분석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집중주의 원칙은 한 작가의 작
품이라 하더라도 난이도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르게 배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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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집중주의 원칙은 부분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한 개념 형성으로
이끌 것， 학년에 맞게 작품을 배치할 것 등이다.

이 원칙들은 문학 작품 분석의 원칙이면서 동시에 문학 교육을 위한
작품의 선정과 조직， 학습 사태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원칙이 되고 있다
당성의 원칙은 문학 제재를 선정하는 일차적인 준거이다. 고등중학교 국
어 문학 교과서에 수록한 이른바 혁명적 대작들이 이 원칙에 따라 선정된

것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선정한 작품들은 문학사의 시대순
즉， 역사주의 원칙에 따라 배열한다. 이러한원칙은%년대 교과서에서부터

%년대 교과서어써까지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대이인제， l ffi3: lffi-ll여).

4. 교과서를 통해 본 시 교육의 설제
4. 1. 시의 교수 방법
『국어교수법.1(1973)은 문체의 유형에 따른 교재 취급 방법을 제시하면
서 인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운문글 교재에 대한 취급방법으로 다

음과 같은 교수방법을 제시한다

CD 운문 글교재

전반의 사상 정서적 내용과 그 흐름을 생활적인 말로 풀

어주며 시적 형상을 생생한 생활적 화폭으로 옮겨서 파악시킨다. 즉， 운문
을 일상적인 쉬운 말로 풀어주며 직관적이며 구체적인 그림으로 재현시켜

파악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정서적 파악에 기초를 둔 운문의 종류적 특
성을고려한다.

@ 시의 사상(주제) 파악하기: 운문 글교재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시줄，
련을 단위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시켜야 한다. 운문의 연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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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시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분석한다.

@ 시의 언어표현을 이해하기: 시적언어표현에 대한 지도는 운문 문장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시적 표현의 연구에서는 시적 비유， 상정 기
타 형상적으로 사용된 언어표현들의 뜻을 전체의 사상정서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 운문문장의 운율과 음악적 기능 파악하기: 운문의 사상감정과 운율을
살려 옳을 줄 알도록 읽기 지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운문 글교재는 부단
히 반복동배 원게 히여 운문의 사상정서에 깊이 침투하도록 하며 그를 외

우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은 시옳기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가르치며 옮기의
기능에 숙달되도록 해야 한다.

@ 운문 글교재에서의 마무리 작엽: 운문의 사상정서적 내용에 대한 문
답， 옳어 읽기， 외워 읽기， 산문으로 고쳐 써보기， 운문의 내용을 시적 형식

으로 말하기 등을 해야 한다.

이상 시교재의 교수방법에서 강조된 바는 시교재의 내용 특히 사상 정
서적 내용을 숙지하는 것과 시의 주제와 관련하여 시의 언어표현을 이해
하기， 시옮기의 기능에 숙달되도록 원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중요

하게 취급되는 것은 전자 즉 시의 시상 정서적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시교재교수의 방법론으로는 형태 바꿔 말하기， 즉
‘운문을 산문형식으로 고쳐서 말하기’를 제시한다. 이는 “시적 문장 속에
함축되고 집약된 시적 정황과 사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줄 알도

록 하여 형상적 표현들에 담겨진 뜻과 정서를 풀어 쉬운 말로 전달하게
하여 시 전체의 내용을 구체적 R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1'국어교수법』

1973:

1&i)"을 위함이다. 이는 시의 교육적 의의를 사상정서의 체화에 두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시교재의 교수방법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읽기 교육으로 이것을 중시는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운문의 사상
정서에 깊이 침투하도록’ 하기 위힐l이다. 즉 북한은 “운문글 교재는 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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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상 감정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강한 정서적 침투력으로 하
여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

서， 시의 사상감정의 지도를 앞세워 시의 사상적 내용을 정서적으로 체험
하도록 하는 것”에 있대『국어교수법.JJ

1973:

1깨). Ií'국어교수법』에서는 시

옳기의 지도내용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Ií'국어교수볍』

1973: 179-100).
시옳기지도는 시의 사상감정의 질과 그를 표현하는 시문장의 특성에 의
히여 규정된다.

(... ) 시의

내용 즉 시적사상감정을 운률적으로 표현하는 것

은 시옮기의 기본요구이며 다른 읽기와 구별되는 시옮기의 고유한 특성이
다. 시옮기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시의 사장감정의 지도를 앞세워 시의 사
상적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를 정서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시옳기의 지도내용을 두 측면 시의 사상 감정을 지도하기와 시
문장， 시적인 언어표현을 지도하기로 나누어 제시한대『국어교수법.JJ

100).

1973:

우선 시의 사상 감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시의 정서적 구조를 밝혀

주며 시적인 어휘표현들의 함축적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주며 시적인 사

상 감정을 낳게 한 시적 정황들을 잘 분석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의
언어표현지도를 위해서는 시의 표현성과 운율을 살리기 위해 사용된 문

장론적 수법(되풀이， 어순 뒤바꾸기， 생략， 함축)과 시적 비유들을 알려주

고 그에 맞는 과학적인 옳기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4.2. IT"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시 교육
-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국어』 수록 시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학제재는 시， 소설， 전기문， 희곡， 일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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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시는 소설과 더불어 가장 비중이 높은 제재이다. 인민학교에서 시

제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학제재이며 고등중학교의 경우 소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민학교의 경우， 교과서 개편 시기
인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전 교과서에는 약 밍수， 1~년 이후
교과서에는 46수가 수록되었으며， 고등중학교 1-3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

는 15쉬 1~년 이전)， 19수(1~년 이후) 정도이다. 내용은 대개 김일성일
가 찬양， 반미， 반남한 반일， 사회주의 체제 찬양 등 사상교육의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은 대부분 4행시이며 2연부터 10연까지 다양한 길
이로 되어 있다. 인민학교 1 학년에 실린 시는 모두 4행시 2연의 형식을 띠

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4， 5행으로 구성된 3연 10연의 시가 수록되
어 있다. 이것은 문자교수가 중심인 1 학년 교재의 특성을 반영한 구성이

라고생각된다
시 제재의 내용은 ‘글씨를 잘 쓰자 ‘공부를 잘 하자라는 학습태도에

관련된 것에서부터， 김일성얼가 찬양 및 혁명사상고취 등 정치적인 색채
를 띠는 것까지 다양하지만 주제는 김일성 일가 및 북한정치체제에 대한
찬양으로집약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시， 소설 등 북한의 문예물들을 평가하면 문흑l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당파성을 주입시키기 위한 도구의 성격이 강하다. ‘원수님

의 망원경’(인민 4) , ‘옹 나라 꽃봉오리 인사드려요’(인민 1) 등 김일성 • 김
정일 체제를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작품들은 물론이거니와， 가령 ‘다시 쓴
글씨’(인민 1)와 같이 김일성 • 김정일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작품들에도 사상성은 전제조건이 된다'，5)
시제재의 학년별 분포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인민학교 1 학년에서 가장
5) ‘다시 쓴 글씨’(1)의 표면적인 내용은 글씨를 올바로 쓰자는 학습태도에 관련된 것이

지만 글씨를 올바로 쓰는 것이 김일성의 교시를 따르는 행동이라 서술함으로써 김
일성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내면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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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수록되어 있으며 고등중학교로 올라갈수록 수록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시 수록 비중은 차이를 보인다.
시 수록 비중은 1~년 이후 교재에 한정할 때 %수(인민학교) : 19수(고등

중학교)이며 전체 문학적인 교재 중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도

45% : 1)%

로 쩨가 난다. 고등중학교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소설로 전체 문학

교재 중 35%의 비중을 지닌다.
인민학교 1 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l지하는 것
은 주정토로의 장르인 ‘시’를 통해 인민학교 아동들이 김일성 체제에 대
해 정서적인 친밀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상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민학교 고학년인 3， 4학년의 경우엔 시
수록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사상을 보다

논리적인 서사형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주체적 문예리론이 밝혀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은

풍부한 서정성이다.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이 풍부한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
은 시에서는 생활에서 느낀 정서가 시형싱l구성의 기본알맹이로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 시는 생활을 서사적 방식， 극적 방식으로가 아니라 서정
적 방식으로 반영한다，

(.. ,)

(허수산， lffil: 25)

북한에서 시의 효용은 사상을 정서적으로 체험케 하는데 있다. 이 때
정서는 인간의 정치도덕적 감정 미적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대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쓰려면 뜨거운 심장， 정책적인 눈을 가지는 것과 함께 생활
을 시적으로 느껴 받아들이는 기과 있어얘뺨산，

1ffi1: 25) 한다. 인민

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시가 많이 설린 이유는 사상을 논리가 아닌 정서로

6)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정치도덕적 감정， 미적 감정이 정서로
된다.，"(허수산，

lffi1: :lìl

184

국어교육연구 제15집

체험케 하는 시의 특성이 어린 학생들의 사상교육에 적합하다고 여겨졌

기 때문이다. 또한 수록된 시는 대개 3.4조 흑은 3음보의 형식을 지니고
있어 낭송하기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가령김일성징L군의 노래」
라는 혁명가요를 보자면 시어의 면에서는 ‘피어린 자욱’， ‘김일성 징L군’ 등
혁명사상 및 정치체제와 밀접한 시어들을 반복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정서적으로전달한다.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 제재는 다음과 같다-(1(Rj년 이후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제목

불후의 고전
적 영작〈나
의 어머니〉

내용

고등중

조선의 꿈을 펼치도록 이끌어주신

학교1

학교1

'F

김정일이 탄생한 백두밀영 고향집

김정숙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김일

학교 2

성의 항일혁명을 이야기해줌

.ïL1ft=rτ:ZrL

이름

학교 2

당신이
없으면

j1τt:r갱

사랑의웃음

어머니찬양

j1τtr:걷

우리당의그

조국도없다

•

조선로동당에 대한 찬양시

:zr 김정일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조국

학교 2

도없다.

고등중

김일성의 웃음 속에서 내 나라 밝은

학교 2

앞날이 자라난다

t:-

어머님께서

」
--L15 ;Ex「」

강반석 어머님이 〈새날〉신문을 돌

오신다

학교 2

리며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전파함

풍년보름달

작가

김정숙찬양

김정일원수

님께서 친히
지으신가사

향집

있었네

주제

위대한령도자

」
• 1LY
[二
r;
τζr

조국의

고등중학교 r국어』 수록 시

수록
학년

백두밀영고

미래가웃고

1>

j1~二r면
'F

학교 2

풍년의 보름달을노래함

김정일찬양

지은이
(구형회)

김정숙，

지은이

김일성 찬양

(림금단)

조선노동당

지은이

찬양

(오홍수)

김정일찬양

(리종요

지은이
황진영)
김일성 찬양
강반석찬양

지은이
(장준범)
지은이
(변홍영)

풍년의

지은이

보름달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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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니든
검정일화
제일좋아요

」
• 1L1r:r:Ez

학교 2

김정일화가제일좋아요

이 세상

JLτ
r:r:xx

김정일 원수님을 이세상 끝까지 따

끝까지

학교 2

르겠다

JL.!c5二-:gxr」

까미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말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외히로다

시조

학교 2

김정일찬양

김정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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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윤동향)
지은이
(한용재)

시조

군대에 나간
조선의

jl
긴

남편을 옥사로 잃고 자식들을 전쟁

어머니

학교 2

터로 보낸 어머니를 노래함

r:r:gx」

이들이 승전
보를

얀고

오기를기다

지은이
(조기천)

리는모정
불후의 고전
적명작

〈백

두의 행군길

n

위대한 령도

.ïL

미제를 내쫓고 조국의 통열을 암당

학교 3

기지는내용의 시

반미，
통일염원

이어가리라〉

자김정얼원수
념께서 친히
지으신노래

진격의 길에서 주저한다면 용서하지 사회주의 혁
용서하시라

」
←il~~δ~

마시고1 혈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 명조쾌목

지은이

학교 3

면 조국의 아들로 기억하고 죽음을 숨을바치겠
용서하시라，
다

(김철)

신념과

JL~二rτ'õ-

자신의 신념과 의지는 김정일에게서

의지의 찬가

학교 3

비롯된 것임을 표현한 리인모의 시

우리나라

jlιτt=r1:z5「

김일성， 김정열화가 활짝 핀 우리 나

꽃동산

학교 3

라꽃동산을찬양

고등중

조국을 찾아주신 어버이 수령 찬양， 얼 찬양， 사

지은이

학교 3

사회주의 조국찬양

(석광희)

김정일찬양

김일성，
김정일찬양

지은이
(리인모)

지은이
(김승길)

김일성，김정
9윌의 아침에

회주의 조국
찬양

로당원

」
←l굿
t:;낀
;ζr

대원수념께 바친 충성의 한마음으로

할아버지

학교 3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로당원 찬양

날이밝는다

해돋이

.ïL ~ ~ζF

백두산밀영에서 전투의 구상을 하시

학교 3

는검엘성 찬양

」
←iI.굿
r:;걷
:zr

김일성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학교 3

백두의 등불을 안고 결으시는 김정열

검일성，김정
얼찬양혁명
전사의자세
김일성 찬양

김정일찬양

지은이
(김영선)
지은이

(정서촌)

지은이
(정서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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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중학교 시의 내용과 주제는 인민학교와
마찬가지로 김일성 • 김정일 찬양 및 체제 찬양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지은이가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의 시 제목들은 ‘당신
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조국의 미래가 웃고 있었네’， ‘신념과 의지의 찬
가와 같이 사상성과 혁명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사상과 종자1) 에
맞는 제목을 달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정적인 제목보다

는 주어와 술어를 갖춘 문장 단위의 제목이거나 신념， 혁명 등의 단어가
포함된 제목 등이 강조된다. 그것은 선동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목달기로
이해된다.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몇 개의 송7아 실려 있다. 1M)년

대 이후 활발하게 창작된 이른바 ‘송가문학J은 모든 생활 소재와 감정을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데 이용해야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다 이런 원칙아래， 송가문학에서 수령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것은 핵심
주제8)가 된다.

어둡던 강산에 봄을 주시괴조션을 빛내선 아버지징F군님/저 멀리 하늘가
포연이 서리멘인민은 안녕을 축원합니마V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젠
아버지 장군님 인민의 수령님/준엄한 전설길 안녕하섬은/옹 나라 가정의

행복입니다1/미제를 쳐부신 영웅의 땅에/락원을 펼치실 아버지장군님/찬란
한 조선의 미래를 위해/인민은 얀녕을 축원합니다~ (W국어 고등중학교 2~

(1931) 제1과 불후의 고전적 명작《축복의 노래)>-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
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노래)

6.25

당시 김정일이 인민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의 안녕을 벌며 지었

7) 종지에 대해서는 시쓰기와 관련해서 논의하겠다.

8)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수령형상송가창작을 친히 분석총화하

시교 수령형성총가창작에는 안녕과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송가가 있어야 한다는 새
로운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윤기덕(Efl1:

415)

참조

북한의 문학교육

187

다는 송가 《축복의 노래〉는 만수무강축원의 송가적 주제의 시발점으로
서의 의의를 지닌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선우상열， ID,2: (0).

송가는 수령을 주인물로 하는 창작물인 ‘수령형상문략의 시 장르이다.
수령의 만수무강 축원이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수령이 일개인이 아니

라， ‘혁명의 조직재l 며 령도자’로서 ‘당성을 구현하는 중추형싱J(윤기덕，
1~1: 14-15) 이기 때문이다. 즉 당 인민과 정치적 생명체로 이어진 수령

의 만수무강을 비는 것은 곧 체제의 영원함과 북한식 공산주의의 승리를
축원하는 것이다. 수령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으로서 성격의 정치
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으로 소유하고 있는(윤기되， 1~1:

11-12)’ ‘공산주의

적 전형의 귀감」이기 때문에 ‘수령형상은 ‘공산주의자의 성격적 특정을

규정하는 기본조건을 완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극치의 경지에서 결합함
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으로 히여금 최고의 전형을 창조하게 하고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공산주의적 전형이며 ‘사회주의혁명의 기

본 리익， 당의 근본리익에 관계되는(윤기덕， 1~1:

14-15)’ ‘당성을 구현하

는 데 핵으로 되고 중추로 되는 기본형상인 ‘사실주의적인 전형화’로서
의의를 갖는다. ‘불후의 고전적 명직J 인 《축복의 노래〉는 수령을 아버지
조l군님으로 우러르고 있다. 이것은 수령과 인민이 정치적 생명으로 이어
져 있다는 사상을 반영하면서 수령과 인민과의 끈끈한 유대감형성을 유
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등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 「용서하시라」는 북한 문학에

서 서정적 주인공의 모습01 개성적이고 독특한 정서세계를 지닌 작품으
로 평가받은 시이다 w주체문학론』에서는 ‘시는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어야 한다는 제목 아래 시의 특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서정성은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이다. 서정이란 생활에서 환기된
정서를 형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정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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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문학작품의 서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시인은 전형적인 감정을 잡
아 작품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재가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정이다.

생활정서는 일정한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서정은 감성과 사상적인 지
향을 결합시킨 형상적 사유의 산물이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려면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 있게 담아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감정과 주체
사상을 신념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려는

뜨거운지향，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조석에서 사는끝없는긍지
와 사회주의 제도를 끝까지 빛내이려는 열정 나라의 지주성을 짓밟으려는

옹갖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조국을 통일하려는 불타는 열망을 비롯히여 주
체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현되는 전형적인 감정이 다 시대
의 주도적인 감정으로 될 수 있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형상화는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현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결하시려는 절박한 문제와
당의 정책적 요구를 민감하게 받。연f고 제때에 풀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감정세계를 깊이 있게 그려내는 것이대김정열Offi2: 때

231) 부분

인용).

위 인용에서 강조되는 것은 서정의 사상성이다. 북한에서 서정시는 자
연발생적인 개인적 감정이 아닌 당 혹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 등 철저히

집단적으로 가공된 정서를 의미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체문학론』
은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요구한다. 즉 시대의 주도적 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는 것이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성이 드러난 성공작으로
「용서하시라」를 꼽고 있다

용서하시라 어머니시여/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꾀투정질하며 어머

니의 속을 태우텐이 아들을 용서하시랴V용서하시라 선생님이시여/화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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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제대로 안해오고/대수공식도 외우지 않。h선생님을 애 먹이던 이 제

자를/선생님이시여 용서하시랴Y그러나 용서하지 마시라 조국이여/진격의
길에서 내 주저하며/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멘하여 나의 가

슴을 겨눈 적의 탄알이/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연 절대로 용서하지 n씨
라1/허나 나는 그대의 아들/내 혈전장에서 용맹하려니/잊지 n씨리f내 최후

의 돌격전에서/기발 들고 나가다 쓰러져/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조국이여/부디 나를 잊지 마시라f그리고 용서하시라.

r국어 고등중학교3~(주체

91: 2002)

6과 ‘용서하시라’ 중에서

이 시에 대해 북한은 ‘학창시절부터 축적되어온 한 생의 체험이 비껴있
으며 그 한생의 총회를 거쳐 어머니조국에 다지는 전사의 숭엄한 맹세가
절절히 표현되어 있다’(김정일， 1ffi2: 때)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는 학창시
절 때의 소소한 잘못은 용서해주기를 바라지만 조국의 은덕을 저버리는
경우에는 절대 용서치 말아달라고 하면서 당과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다
는 혁명전사의 자세를 보여준 데서 기인한다. 당과 조국에 충성하겠다는
사상을 자신의 개인적 체험 세계와 맞물려 표현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

다.
시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북한은 철저히 내용중심적인 입장에 서 있

다. 서정을 살리는 것과 함께 북한이 시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음
악성이다. 그런데 북한은 음악성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음악성의 내용여

서정을 살리는 데서 담보된다고 보고 있다 시가 산문화되는 이유에 대해 북

한은 “서정을 파지 않고 자꾸 설명빼고 하기 때문1'(김정일， l'앓: 231)이라고
본다 또한 민족어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 역시 음악성을 살리는

것이 된다. 음악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의 효용을 선동성에 두기 때문이다.
즉， 사람틀의 가슴을 울리려면 읽는 순간의 흥분과 열정을 보장하여야 하
는데 이것에 기초한 것이 바로 시의 ‘읽기’이다. 9) 북한의 시교육에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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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학습 요소는 읽기이다. 북한의 시는 닝송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낭

송은 모두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기능한다. 인민학교 수록 시에 첨부된 ‘련습’은 글자 읽고 쓰기， 바르게 읽
고 쓰기， 단어 넣어 짧은 글짓기 등 글자교수 및 어휘에 관련된 것과 높낮
이 부회끊기 부회읽기 부호에 맞게 ‘읽기’ 운문을 산문으로 바꾸어 ‘말
하기’ 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를 통해 교육하i까 승}는 내용
이 시 속에 들어 있는 사상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읽기를 통해 시의 선동
성을 받아 안으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발음법에 따라 읽기’가 ‘원기’의 기초기능형성단계에서의 어휘지도방법
을 실현한 것이라면， 높낮이 부회끊기 부호/읽기 부호 에 맞게 ‘읽기’ 즉
‘낭송 • 낭독’은 글에 담겨진 사상 감정을 어조를 통해 구현할 수 있게 하

는데 목적이 있다. 시와 관련된 ‘련습’은 인민학교에서는 문자지도에서 시
작하여 혁명적 정서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낮은 학년에서

는 시의 어휘와 관련한 언어지도를， 고학년에서는 부호에 맞게 읽기를 통

한 혁명적 정서의 체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었다. 인민학교 국어교과에서
시옮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읽기 부후 끊기 부후 높낮이 부호에

따라 읽기’는 사상 감정의 심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어조를
마리 마련해두고 그것을 학습함으로써 사상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고 있

다. 다음은 읽기 영역과 관련된 ‘련습’ 항목이다.

1. 다음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원고 바로 쓰시오
목란꽃， 심었지， 피웠지， 꽃봉오리， 같이， 아름답게

2.

다음 시련을 끊기 부호에 맞게 옳으시오
꽃/ 꽃/ 목란꽃/

9) 북한에서 시는 모두 ‘임기 교재’로 편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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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다해 심었지///

다음 시련을 읽기 부호에 맞게 옳으시오.

원수님 우러르는/

S

조선의 꽃 목란꽃/
대를 이어 오래오래/

\

아름답게 피울래요.///
『국어 인민학교 2~ 9과 련습 中에서

위 련습 항목은 ‘읽기’가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성이다. 국어교과서에서 ‘입기’ 련습은 발음법， 맞춤법에 맞는 읽기를

제시한 후， 끊어 읽기， 높낮이 부호에 맞게 임기를 학습하고， 끊어 읽기와
높낮이에 맞게 읽기를 종합한 것으로 마무리된다. 발음법 즉 국어지식과

관련된 영역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신， 낭송에 대한 연습은
여러 단계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특정이 있다. 시는 여타의 문학장르에 비
해 정서적 감응력이 높은 장르라는 점에서 사상교육에 적합하다 “시를
부단히 반복하여 읽게 하여 운문의 사상정서에 깊이 침투하도록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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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외우도록 하여야 한다”는 운문 글교재의 취급방법(1'국어교수법dJ，

1973:

179)을 참고하면， 북한이 시옮기의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한 이유를 추측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의 목표를 혁명적 인간형의 O.}성으로 둔 북한의 교
육관점을 감안하면 말하는 방법이나 읽는 방법을 전형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선동선전능력을 높이고 혁명적 인간형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제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북한에서 살려 얽기(높낮이에 따라 읽기， 끊어 읽기)의 지도를 중시하
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살려 읽기가 글의 사상정서를 잘
살려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높은 예술적 수준에서 읽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살려 읽을 사상 정서적 내용을 설제로 경험해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 수 있기에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살려 읽기를 통해 화술능력을 키움으로써， 선동선전능력
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는 “군중 앞에서 시도 옳고 소설도 원으며 연설도

해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여야 학생들의 독서열의도 높
아지고 화술도 좋아지며 배운 지식을 효과 있게 써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자라게 됩니다."는 김일성의 교시(김일성

1978: 잃4-잃5)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끊어 읽기’는 사상 감정의 마디 사상 감정의 단락으로서 연을 이
해하는 북한의 관점에 의거한 방법이다. 각각의 연을 잘 끊어 읽는 것은
사상 감정의 진폭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일차작엽이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은 살려 읽을 내용을 완전히 체득하게 된다 살려 원을 내용을 파악
한 후에는 높낮이에 맞춰 읽는 것이 요구된다. ‘높낮이에 맞춰 읽기’는 화
자의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방법이다 “서정적 주인공의 사상감정
이 어디서 어떤 생활적 바탕에서 흘러나왔으며 누구의 어떤 립장과 견해
의 반영인가를 로동계급적 선에서 명확히 분석해야 하며 그것은 서정적
주인공의 사상 감정의 분석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시분석에 대한
기본관점 (11국어교수법dJ，

1973: 211)을 고려할 때， 높낮이에 맞게 읽는 것은

북한의 문학교육

193

서정적 자아의 사상이 어떤 굴곡을 거쳐서 완성되는가를 띠라가는 과정

이며， 서정적 자아의 감정에 낭송자 자신의 감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차
적 과정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원기 방식은 시의 주제와 정서를 읽는 독자
로 하여금 전일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다.

인민학교 교수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IF국
어』 교과서의 ‘련습’에 한정한다면 시교육은 모두 읽기와 말하기에 집중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등중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글짓기교육이 행해진 것으로 생
각된다 IF문회어학습.JJ lffi3년 2호(r 교원은 학생들의 글짓기를 이렇게 이

끌어주어야 한다J: 지윤세 l ffi3: 35-'J1)에는 글짓기 교육의 실례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해주부용여자고등중학교 강희숙 국어 교원의 글
짓기 지도 경험을 모범 사례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이하 「교원은 학생들
의 글짓기를 이렇게 이끌어주어야 한다J' 지윤세， 1쨌:35원 발훼 인용，
괄호는 연구자)

(1) 청년학생들속에서 글을 많이 쓰게 하자면 고등중학교시기부터 모든
학생들이 글짓기를 잘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고등중학교 국어문학교원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사업과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실용적인 글을 자립적으로 원만히 쓰며 문학작품도 초보적으로 쓸
줄 아는 기능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이 주체형의 공산

주의적혁명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글짓기능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
(2)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감상문， 일기， 펀지， 수기， 기행문은 물론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들도 창작할 줄 알이야 한다. 이러한 글형태를 원만히 쓰
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고등중학교에서는 기초글짓는 형태와 용근글짓는

형태로 니누어 글짓기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즉， 글짓기의 기초 능력을 키
워주기 위하여 서술글， 묘사글， 서정글， 론리글의 요소를 쓰도록 하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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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글， 일기， 펀지， 감상문， 기행문， 토론글， 시， 보고서， 선전선동글， 수기， 수
필， 웅변글， 벽소설 등을 쓰도록 하고 있다.
(3) 교원은 우선 그 글형태에 담얘t 할 사상적 얄맹이로 되는 종자를 똑
바로 골라잡게 하여야 한다.

교원은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고
현실생활 속에 파고들면서 주제와 글감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

로 통일시키는 핵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4)교원은 학생들을 개별대상하여 새로운 종자를 잡도록 다음과 같이 이
끌어주었다. 콘베아벨트를 보면서 교원은 이 모든 것이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마련되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바로 여기서 학
생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 속에 생긴 바다길〉이라는 새로운 종자
를찾아냈던 것이다.

(5) 교원은 종자를 잡은 다음에는 그것을 정치성있게 풀어나갈 사상도

밝혀주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언제나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영
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성다해야 한다》는 동시의 사상을 밝혀낼 수
있었다.

(6) 교원은 글의 종자와 사상을 밝히게 한 다음에 제목을 달게 해야 한다.

교원은 〈섬으로 가는 길)><(물우에 푼 무지개길)><(바다길 뻗어가요》

중에 종자에 가장 부합되며 동시의 특성에 알맞은 제목인 《바다길 뻗어가
요〉를 제목으로 달기로 확정해주었다.

(7) 교원은 종자와 사상에 맞는 구체적인 글감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우에서 예든 동시의 금감을 찾기 위해 학생들에게 넓은 바다길 위에서 벌
어질 앞날을 그려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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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으로 교원은 내용을 재미나게 감동적으로 보여줄 수 잇게 체계
를 잘 세우도록 이끌어야 한다. 문학작품은 사건의 발생， 발전， 절정， 해결
의 체계를가진다.

(9) 교원은 머리글 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대주어야 한다. 즉 머리글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사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방침을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 날자， 시간， 고쟁l름， 때， 자연， 인물 묘사로부터 시작하는
경우， 인물들의 대화나 느낌부터 시작하는 경우 동 여러 7r지 방법을 대주
고 학생들이 적합한 것을 찾아 글머리를 떼게 할 수 있었다.

(10) 이 동시의 기본 내용쓰기 지도에서 강희숙 교원은 학생들이 바다로
길게 뻗은 제방뚝우에서 느낀 감정을 진실하게 펴나가도록 요구하였다.

(11) 교원은 글의 끝맺음을 뭇이 깊게 표현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

의 동시를 지도하면서 교원은 영광스러운 딩중앙을 공산주의의 찬란한 태
양으로 높이 모시고 당중앙이 마련해준 사랑의 걸로 새세대들이 희망차게
달려갈 것이라는 깊은 돗을 담。}야 한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12) 교원은 학생들이 쓴 글을 글디듬기를 잘하여 완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글다듬기에서는 내용다듬기와 형식다듬기를 다같이 요구빼야 한다.

(1 3) <{갈매기 날아예는〉에서 《는〉은 동사에 붙어서 그 말을 규정어로
만들면서 현재의 돗을 나타내는 토다. 그런데 제방묵을 믹。} 물이 마른 곳
에 갈매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는〉이 아니라 《던》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맑은 하늘아래〉는 너무 추상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장

이름을 밝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숨에 막으며》는 현실을 너무 과장한
표현이라는 것을 현실과 대비하여 일깨워주었다. 다른 시련의 부족점도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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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원은 학생들의 글짓기를 지도함에 있어서 절대로 대신 써주는 열
을 하지 말이야 한다. 학생들이 쓴 작품을 보고 부족점이 있으면 구체적인

의견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작품을 끝까지 제힘으로 완성하도록 히여야 한
다，

이상 인용은 고등중학교에서 글짓기(시쓰기)의 목적， 방법 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1)에서는 글짓기 교육이 고등중학교에서부터 시행된다는 것과 글짓기

의 의의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탱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2)는 고등중학교에서 수행되는 글짓기교육이 기초글짓기와 옹근글짓

기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초글짓기로는 서술글， 묘사
글， 서정글， 논리글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야기글， 일기， 편지， 감상문， 기

행문， 토론글， 시， 보고서， 선전선동글， 수기， 수펼， 웅변글， 벽소설 등을 쓰
도록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3 뉴(4)는 글쓰기의 핵심인 종자에 대한 설명과 종자 잡기에 관한 것이

다. 종자는 그 글을 결정짓는 사상적 알맹이로서 북한 문예론의 핵심개념

이다. 종자는 소재， 주제， 사상 등을 유기적인 통일 속에서 련결시키는 개
념으로서 그 모든 요소들을 자체 내에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규정적 의

의를 가지는 것은 새상이대『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dl ，

1975: 176). 즉

사상성을 중심으로 소재와 주제 사상을 아우르는 것이 종자이다.

(6H7)은 종자와 사상을 담은 제목 달기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현실
로부터 비롯된 글감을 잡는 과정을 보여준다.

(8)은 시의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발생， 발전， 절정， 해결의 체계로 구성
할것을제안한다.
(9Hl1)은 글의 서두와 본문 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 내

용이다. 인용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딩중앙의 사상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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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이다.
(1따(1 3단 글다듬기에 관한 지도 내용이다. 글다듬기에서는 내용과 형식

을 다듬고 있다. 조샤 어미의 사용은 적확한자 비유와 시적 표현은 타당
한가 추상화된 표현은 없는가 등이 지도의 기준이다
(14는 글짓기에 임하는 교원의 자세에 관한 것이다
이상의 인용은 북한이 시쓰기 교육 흑은 글짓기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

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 우선 사상성이 강조된다. 수령의 교시，
흑은 당중앙의 정잭은 사를 쓰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 이는 ‘종자잡기’

에 대한 강조에서도 드러난다. 주제와 소재는 모두 글의 사상인 종자에
의거해서 정해진다. 시의 다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시적 표현의 구체성，
현실성， 어휘의 적확성이다. 여기에 조λt 어미 등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
고 있는가의 언어사용능력의 지도도 덧붙여진다.

고등중학교의 시교육과 관련된 학습요소는 부록의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실제로 학습할 문제를 담은 ‘련습’(실

습)이 lffiS년 이전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고 lffiS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생략되어 있다. 이에 비해 lffiS년 이전의 교과서에 별도의 과로 첨부되었

던 원리지식교재는 lffiS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부록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lffiS년 이전의 고등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시 교육 관련 학습요소는 끊어

읽기， 높이마루， 길이마루 표시하고 살려 읽기， 시를 서술글로 고쳐 말하기

등 인민학교의 학습요소와 흡사하거나 혹은 한 단계 향상된 것들이다.

A 시를 잘 옳자면(W고등중학교 국어 1~ 18과 부록: :lX)l)

@ 어떤 시인가를 알고 시에 담겨진 사상감정을 정확히 알。바 한다.
다시 말하면 시를 쓴 사람의 시장감정을 온옴으로 느껴야 한다.

@ 시의 사상감정이 잘 드러나게 옳어야 한다. 발음을 똑똑히 하고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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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리마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문장의 끊기와 잇기를 바로 하여야 한
다.

@ 시옮기에서 높낮이를 잘 나타내어 음악적 흐름을 잘 살려야 한다.
@ 시옳기에서 속도를 잘 맞추어야 한다. 시옳기속도는 보통 1분간
1앙170자정도

@ 맑은 소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감정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소리의 빛
깔을잘나타내야한다.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된 시옳기의 방법은 1913년 개편 이전의 교과서에

는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몇 가지 특색있는 것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r 시를 잘 옳자면J(W고등중학교 국어 2~ 3과:

1ffil)

@ 시옳기의 목적: 사람들의 투쟁심 고양， 화술 연습
시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적무기
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시를 잘 옳어야 한다
친애동}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옮기련습을 자주히는 것은 배우들의 정서를 풍부히 하고 회술을 세

련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시융기를잘하려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개종자)를 알아야 한다: 김일성 · 김정일 찬양
사회주의 조국찬양

시의 언어표현 속에 담긴 사상정서를 느껴야 한다: 시의 비유， 표현방
법 속에 담긴 사상을 이해한다.

- 시의 내용에 따라 끊고 이을 대목， 감정을 살려야 할 부분， 격정적인
대목을 찾아내어 억양， 목소리의 크기， 옮기 속도를 조절한다

북한의 문학교육

199

@ 시옳기에서 나서는 요구
一 발음이 정확하고 단어의 소리마루가 뚜렷하게 해야 한대교원이 지시

하는대로 높이마루는 힘을 주어 발음하고 길이마루는 길게 발음한다. 소리
마루는세게 발음한다)

- 끊기와 잇기· 끊기는 여운을 남기면서 다음문장으로 이어 붙인대 V는
순간 끊기，/는 짧은 끊기를 하면서 여운을 내어 이어붙이는 기호).
시옮기의 음악적 션율: 감정정서가 많이 담겨 있거나 힘을 주려는 단
어와 문장은 높은 소리로 옮는다. 한번은 힘주고 다음은 약하게 옳어야 한

대높낮이를 율동적으로 할 것).
시의 사상 감정이 높아지거나， 단어와 문장을 되풀이할때， 급한 정황을
나타낼 때는 빨리 옳는다 시의 갚은 감정을 낼 때는 본래 속도보다 느리게
옳는다.
단어나 비슷한 표현이 거듭될 때 하나를 느리게 발음한대예: 그 얼굴
이 환한 둥근 보름달(느리게)).
시의 소리빛갈: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존경과 흠모를 나타날 때 깊

고맑은소리
감정이 북받쳐 웨치고 싶을 때←높고 깊은 소리
깊은 생각에 잠기는 대목: 낮고 깊은 소리

시의 흐름에 따라 감정정서를 잘 살려 옳어야 한다.

맺음억양을 잘 써야 한다.
명령문의 토〈 라〉는 힘을 주어 가장 낮은 음으로 여운을 둔다.
의문문의 토는 중간음으로 끌거나 낮은음으로 끈다. 높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술문의 맺음토는 낮은음으로 끈다.

호격토는 중간음으로 여운을 비교적 길게 끈다.
느낌말 〈아>， <오〉는 잘 써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에 감동되

었을 때의 〈아〉는 성대를 얼마 울리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 목구멍소리 비
슷하게 길게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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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느꼈을 때의 <ö}>는 목구멍을 막았다 터치면서 길게 뽑는다. 격
정을 느꼈을 때의 〈아〉는 성대를 점차적으로 크게 울리면서 길게 뽑다가

다음에 이어붙인다.

{

시는 행동과 표정을 잘 결합하여 옮어야 한다.

‘련습’이나 ‘실습’에 제시된 읽기 학습은 위 인용문의 원칙에 따라 진행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3. rr국어문학』 교과서의 시
고등중학교에서는 『국어문학』 과목을 두어 문학작품을 문흑L이론과 더

붙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고등중학교 1-3학년의 ‘국어’에서는 문학작
품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상정서교양을 호k%f하고 언어기능을 향상시
키기 위한 교재로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1984-1985년부터 사용된
『국어문학 교수요강~(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84) 에는 F 국어문학』의 과

목교육의 목적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주체적 언어문
예사상，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언어문예방침으로 학생들을 무장시키

고 그들에게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기초지식과 실천적 기능을 키워주
고 혁명적 정서와 사고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있다"(p. 3)고 밝히

고 있다 또한 『국어문학』 과목 교수에서 해결해야할 과엽으로 (1) 혁명적
세계관과 인민에 대한 사랑 풍부한 정서를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울 것 (2) 검일성， 김정일의 주체문예사상을 체득할 것 (3) 문화어의 기

초리론과 문학의 일반적 개념 본질을 인식하고 문학작품을 자립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 (4) 세계문학의 기초지식을 함양할 것

(5) 말과 글을 다루는 창조적 능력을 완성하도록 할 것: 살려읽기， 속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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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글을 유창하게 빨리 읽는 능력을 키울 것， 당정책해설， 토론，

웅변 등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말하기 능력을 키울 것， 수기，
감상문， 기행문， 벽소설 등을 쓸 수 있는 글짓기 기초 능력을 키울 것을
제시하고있다.

고등중학교 얘년을 대상으로 한 문학사는 근대 이전의 국문학사와， 북
한식으로 해석한 현대문학사 간략한 외국문학사가 포함된다. 이 중 국문

학사는 고대가요와 고대중세설화문학， 중세시가문학， 중세소설문학， 계몽
기문학， 광복 전 진보적 문학， 항일혁명문학， 새나라 건설시기의 문학， 조
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적 문학， 전후복구건설시기의 문학， 천리마시기의

문학， 주체문학의 대전성기 문학 등으로 시기가 구분된다. 고등중학교

4

학년에는 고전문학부터 항일혁명문학까지 고등중학교 5학년에는 새나라

건설시기의 문학부터 천리마시기의 문학까지， 고등중학교 6학년에는 주
체 시대의 문흑에 수록되어 었다. 그런데 북한의 문학사에서 강조되는 것
은 북한식대로 해석한 현대문학사 즉 광복 전 진보적 문학에서 주체문학
의 대전성기의 문학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사와 작품이다. 이는 북한이 표

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문예이론， 주체문예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봉건사회에 형성된 고전문학작품은 현대문학에 비해 낮게 평가될 뿐
아니라 평가의 근거도 민중적이며 혁명적， 민족적인 성향을 띤다. 가령，
문학사에 대한 설명에서 봉건통치배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드러난 민요

〈사리화〉를 부각시키거나 고려가요를 우리말로 창작된 국어시가라는 점
에서 높게 평가하고， 시조를 민족시가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 등이 그러하
다. 특히 시조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교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시조는 고려시기에 발생하여 오랜 세기에 걸쳐 각이한 계층속에서 창작

되여 온 고유한 민족 시가 형식의 하나이다. 사대주의 사상으로 한시만을
숭상하던 봉건시기에 우리말로 옮어진 새롭고 독특한 민족시조형식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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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은 우리 나라 문학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었다~>는 평가이다Ií'국
어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표 2>와 같다.

〈표

제목
공후인
정읍사

2>

r국어문학J 수록 고전시가

학년

문종

내용

주제

고대

문학고등중학교 물에뛰어든뱃사공과따 님에 대한

가요

4학년

향가

라죽은아내의 이야기

4학년

여인의마음

사랑

청산별

고려

그「1

가요

4학년

이상향동경

시조

시조

므〕학"í •Jl경
E-:fxr하「ι
:æ.

리순신， 김종서， 남구만，

4학년

정철의 시조 네 편

二-묘
1

강강수
월래
빙주의

노래
적성촌의

앞쌀1

가사

민요

서사시

서사시

사랑

문학고동중학교 님을걱정하며 기디리는 님에 대한
무』lg1 •「 τEτZ하~.ll!. 고통스러운삶의 비애와

관동별

작가

문학고등중학교
4학년

문학고등중학교
4학년

동경

사대부의

대의와

갈등

문학고등중학교

4학년

만，정철)

사대부의
기개와

정철

민중의

강강수월래 노래

삶의 애환

의생활을노래한서사시
헐벗은

리순신， 김
종서， 남구

의지

문학고등중학교 천대받는백정과어부들

4학년

다Ocf한

주제

관동팔경 여행 중에 느
끼는

。 1λ。].;갚
。

백성들의

삶을

통해본당대사회현실

의 모순과불합리성

하층민의

삶
당대현실
폭로

김려

정약용

고전문학사는 대개 남한과 공유하는 작품이 많다. 사회주의적문예론을
견지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공후인， 정읍샤 청산별곡， 관동별곡 등

의외의 작품들이 많이 수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이 작가의 계급적 위치보다는 민족적인 것을 우위에 두고 채택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가령， 정철의 경우 관동별곡을 설명하면서 “정철은 량
반계급으로서 철저히 통치배들의 립장에 서 있었으나 창작생활에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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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말과 글을 사랑하였고 국어 시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정철의 계급적 위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되， 창작생
활의 민족적 성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려의 서사시 〈빙주의 노래〉는 북한의 문예관이 반영된 것으로， 백정의
딸인 벙주에 대해서 다함없는 찬양의 감정을 노래한 시로 평가하고 있다.
청산별곡이나 적성촌의 오믹잘이의 경우도 이런 문예관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있다.
계몽기문학 및 광복 전 진보적 문학 역시 남한의 근대문학사와 시기구
분은 비슷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는 〈표 3>과 같다.

〈표

제목

상봉유사
빼앗긴들에도

봄은오는가

3>

문종

계몽기 문학 및 광복 전 진보적 문학 시기의 시

학년

내용

주제

문학 고등중 독립을 기원하는 청
창가
학교 4학년
년틀의노래

독립에대한

문학 고등중 주권 상설의 아픔과

조국에대한

시

산제비

시

진달래

시

학교 4학년

국권회복의 의지

문학 고등중 지유회복，국권회복

학교 4학년
문학

에의 갈망

고등중 봄의 선구자로서 진

학교 4학년

달래를노래함

작가

기원
사랑
국권회복

의지
다가올밝은
미래지향

리상화
박세영

박팔양

북한은 19세기 후반부터 1919년경까지를 계몽기로 규정하고 계몽기문

학을 특정을 봉건을 타파하고 나라의 자주성을 고수하려는 인민들의 근
대적 지향으로 본다. 계몽기의 시에 대해서는 창개 신체시， 자유시로 나
누어 보고 대표적 작품으로 학E카 권학개 상봉유새창개， 해에게서 소
년에게， 우리의 운동장， 신조선소년(신체시)을 들고 있다. 광복전 진보적

문학에서 주목히는 것은 크게 두 7r지이다. 하나는 착취사회의 최하층에
서 천대받고 고통 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억압자들의 반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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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한 ‘비판적 사실주의 문략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 온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일제를 비롯한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킨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문학J 이다.
특히 신경향파문학과 카프문흑l에 집중하면서 이 계열의 대표작인 이상화，
박세영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북한은 이 시기 진보적 문학에 대해 “신경
향파 문힘에 가지고 있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고 상대적인 발전을 이룩
하긴 하였으나 확고한 노동계급적 선에서 조선혁명수행을 위한 과학적 방

도와 전략 전술적 문제를 혁명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북한은 항일혁명기의 문학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불멸의

친펼활동’(이하 친펼활동)이라는 별도의 징l을 마련하여 소위 ‘불후의 고전
적 명작들을 수록하고 있다)0) 북한은 ‘친필활동’을 주체문학의 영원한
본보기로 간주하고 김일성 대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열렬한 흠모
심을 주제로 한， 동요 동시 7싸 서정시 등을 포괄하는 문학으로 지칭한
다. 이는 이른바 ‘수령형상문략11) 의 역사를 재구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10) 1ffiH됐년의 교수요강에서는 이 부분대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과
열렬한 녀성혁명투사 강반석 어머님의 혁명적 시가문학J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
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이 들어 있다 이것은 수령의 계승자로서의 김정일의 위상
과 관련된 것이며， 주체문학론에서 중심으로 삼는 ‘수령형성J 에 대한 집중적 고려라

고파악된다.

11) 북한 문학에서 ‘수령형쌍은 창작의 기본이며 핵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전형’의 특
수한 OJ-상으로서 ‘수령형성J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창
작방법론이다. ‘수령형상이란 ‘노동계급에서 수령에게는 생사를 같이할 혁명동지들

과 전사들이 있으며， 수령은 바로 이런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의하여 혁명의 영도
자록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추대되어야 하고 수령은 그들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
며 따뭇하게 이끌어준다’는 수령관을 문학예술로 구현하는 것이다. ‘수령형상은 미
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고유한 문예적 관점이 집약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령형상은 해방 전 항일무장시기 (192)-1945)부터 써남애
해방 후 전 시기에 거쳐 계속 중요한 형상원리로 부각된다. 각 시기에 등장하는 새
로운 주인공은 농민， 대중적 영웅， 공산주의적 풍모를 지닌 노동계급， 천리마 영웅
등으로 다협}지만， ‘수령형상(흑은 수령의 혁명적 가정)은 전시기를 관통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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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기원에 해당Õ"}는 작품들로서 북한에 따르면， 위대한 령도자 김

정일 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혁명적인 시가문빡다 이 혁명시가들은 모두 김일성 수령의 형상화에
바쳐진다. 가령， 수령님을 한가정의 아버지로가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노래하거나， 김일성 수령， 김정숙 어머니의 안위를 걱
정하는 등 수령형상문학의 기본 주제를 담고 있다 ‘친펼활동’의 작품은
김일성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주제 수령을 보다 잘 보위하려는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의 깊은 사랑과 소원에 대한 주제， 김일성의 혁
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겠다는 주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선

민족제일주의를 담은 주제로 나뀐다. 이 교과서에 실린 세 펀의 시 중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수령이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어받아 온

세계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될 그 날을 앞당겨 오겠다는 김정일의 의지와
신념을" <진달래〉는 소박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진달래를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해 평

생을 바친 김정숙의 불멸의 엽적과 숭고한 염원을，<제일강산〉에서는 자
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노동당과 결부시킴으로써 조선민
족제일주의 정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질적인 인물형상으로 제시된다， ‘수령형상은 거의 문학의 전장르에 걸쳐 창작되었

으며 ‘총서’라는 형식으로 집대성된다. 항일무장투쟁의 형상화 문제에서부터 제기
된 혁명적 대작논의는 결과적으로 수령을 형상화하는 원칙과 방법들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는 주체의 문예이론을 거쳐 김정일이 집대성한 ‘주체문학론’에서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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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친필활동， 새조국 건설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 천리마시기의 수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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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조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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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농촌위원회
의밤

학년

문종

서사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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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문학고등중학 김정숙어머님의

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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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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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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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일

혁명정신을

배워 조선혁명을 잭

문학고등중학 위대한수령님의 고

교 5학년

김정숙찬양

일주의 정선
수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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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노력투쟁

김열성 찬양

조기천

새나라건설

김우철

조국에 대한사랑과

조선은
싸운다

시

문학고등중학 원쑤에 대한증오섬
으로 충만된 혁명적
교 5학년

조국에 대한
사랑

조기천

이고 전투적인 노래
새들은숲으
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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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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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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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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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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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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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반석어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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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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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고등중학 위션과자만으로가

교 5학년

전후복구에의

나선 인민들의 투쟁

득찬타락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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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마기수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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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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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국타도

~~드11E-

‘새 조국 건설시기의 문학J은 광복 이후 새 나라 건설시기의 작품들로

1945년부터 1떼년η}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때 김일성은 문학예술의 사
명과 작가 예술인들이 지닌 임무에 대해 밝히면서 인민의 생활과 감정을

북한의 문학교육

207

반영하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당의 문예정책을 수립한다. 북
한은 이 시기에 작가들이 김일성의 형상화에 주력하였다고 주협맨서，
혁명송가 〈김일성징L군의 노래〉의 탄생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즉
〈김일성징L군의 노래〉를 불멸의 혁명송가로 평가하면서 경건하고 장중한

서정과 뜻이 깊고 표현적이면서도 간결하고 함축된 시어를 이용한 사상
예술적으로 완벽한 경지에 이른 명작이라고 평가한다. 이 시기의 대표작

으로는 서사시 〈백두산〉이 수록되어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문략 (1댔)-1없)에서 북한은 이 시기를 “우리 당
에 있어서 엄혹한 시기”로 간주한다. 이 시기에 김일성은 전시문학의 임

무를 제시하면서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틀고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전쟁을 승리
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문학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로 김일

성의 뛰어난 지도력과 인민을 띠뜻하게 보살피는 김일성의 고매한 인성
을 노래한 시가들이 창작된다. 수록시 〈조선은 싸운다〉는 김일성의 교시

를 받아 영웅적으로 싸우는 애국적 인민틀의 대중적 영웅주의정선을 찬
OJ=한다.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영웅적 인간， 즉， 전시문학l 요구하는 긍

정적 주인공의 영웅적 특질이다
‘전후복구건설시기의 문략 (1쨌 1쨌)은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시기의 문학l 다 이 시기 문학 역시 김일성의

위대성과 탁월한 영도력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많이 창적L하고 있다.<김
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는 이 시기 대표적인 송축시가작품으로서， 김일
성의 혁명업적과 수령에 대한 인민의 충성심을 통일시켜 일반화한다. 이

시기의 문학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조국건설과업과 사회주의적개
조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고무하는 힘있는 무기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

다. 수록된 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는 비교적 서정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는 1SB4년 교재에서 설려 있는 것으로 〈교수요강〉는 이 시에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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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파악할 것， 시대 배경을 이해할 것， 살려 옮기를 교수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평남관개시초〉는 1쨌년 이용액1 창작한 시초(연작시)이다.

이 시초 역시 1ffi4년 교수요강에도 설려 있는데 교수내용으로는 시초의
역사적 배경， 시초의 내용구성， 시펀들의 표현방법 등을 이해하고 교원이
제시하는 시편을 외우도록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이 시초는 10편의
서정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1됐년 조선인민군절 문학기념작품으로 창작
되여 1등상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초는 농민들에게 물을 마
음껏 쓰게 해 준 당의 수리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노래한 것이다

‘천리 n씨대의 문략(1쨌-1쨌)은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
는 천리마 기수들의 형상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기 수록

작품으로는 〈징L군님의 어머니>.<별거벗은 아메리카〉가 있다.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수령을 비롯한 수령의 혁명적 일가의 형상화한 작품들
이 창작된 것， 사회주의 건설의 장엄한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많이 창작
된 것， 천리마 기수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형상한 문학작품이 많이 창

작된 것이다. 이 중 〈징L군님의 어머니>는 강반석을 찬양한 수령형상문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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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6학년

움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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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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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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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문학의 대전성 71' (1~-)는 lWO년대 이후의 작품에 집중된다. 북
한은 이 시기를 당의 주체적인 문예노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
예술의 대전성기로 규정한다. 이 시기에 완성된 주체문예이론의 방침은
우선， 문학을 공산주의 인간학으로 설정한 점， 주체문학건설의 근본원칙

으로 주체를 튼튼히 세울 것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내세운 점이며， 이외에도 종자이론 등으로 대표되는 주체의 창작이
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점 등을 특정으로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성과는 〈불멸의 역사〉 총서로 집약된다. 이 시기에 수록시
는 모두 주체문학의 우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이다，<나의 조국〉은 조

국애를 노래한 우수한 작품으로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 시대의 주도
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형상한 본보기로 평가받은 작품이다. 시 〈나의 조

국〉과 〈어머니〉는 lffi4년 교수요강에도 실려 있는데 교수내용으로는 시
의 사상， 내용， 서정구조， 예술적 특성에 대한 토론이 공통적으로 제시되
어 있으며， 시 외우기(나의 조국)， 체험에서 우러난 창작시 쓰기(어머니)
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그이는 우리의 최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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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관>，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

여>， <높이 들자붉은 기〉 등은 모두 김일성에 찬양등을 담고 있는 것으
로 19J)년대 이후 추가 수록된 작품들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북한의 문학 교육에 대한 것이다.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의
국어과 교육의 일부로서의 문학교육의 목적， 방법론， 내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통해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국어 교과서 수록 시 제재의 내용적 특성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학제재는 시， 소설， 전기문， 희곡， 일기 등이다.
이 중 시는 소설과 더불어 가장 비중이 높은 제재이다. 인민학교에서 시

제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학제재이며 고등중학교의 경우 소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민학교의 경우， 교과서 개편 시기
인 19x)년을 기준으로 히여 19x)년 이전 교과서에는 약 %수 19x)년 이후

교과서에는 46수가 수록되었으며 고등중학교 1-3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
는 15수(1gx)년 이전)， 19수(1gx)년 이후) 정도이다. 내용은 대개 김일성일
가 찬양， 반미， 반남한， 반일， 사회주의 체제 찬양 등 사상교육의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은 대부분 4행시이며 2연부터 10연까지 다양한 길
이로 되어 있다. 인민학교 1학년에 실린 시는 모두 4행시 2연의 형식을 띠

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4. 5행으로 구성된 3연→10연의 시가 수록되
어 있다. 이것은 문자교수가 중심인 1 학년 교재의 특성을 반영한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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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생각된다.

시 제재의 내용은 ‘글씨를 잘 쓰자’ ‘공부를 잘 하자’라는 학습태도에
관련된 것에서부터， 김일성일가 찬양 및 혁명 시상 고취 등 정치적인 색
채를 띠는 것까지 다ÖJ하지만 주제는 김일성 일가 및 북한정치체제에 대
한 찬양으로 집약된다. 시제재의 학년별 분포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인민

학교 1 학년에서 가장 높게 수록되어 있으며 고등중학교로 올라갈수록 수
록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이 시 수록 비
중은 채l 를 보인다. 시 수록 비중은 19，x)년 이후 교재에 한정할 때 %수

(인민학교) : 19수(고등중학교)이며 전체 문학적인 교재 중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도 45% : ])0/0로 쩨가 난다. 고등중학교에서 우위를 차지송}는 것
은 소설로 전체 문학 교재 중 35%의 비중을 지닌다.
인민학교 1 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주정토로의 장르인 ‘시’를 통해 인민학교 이동들이 김일성 체제에 대
해 정서적인 친밀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상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시 수록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사상을 보다 논리적인 서

사형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시의 교수 빙법

북한의 시 교육에서 중심이 되는 학습 요소는 읽기이다 북한의 시는
낭송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낭송은 모두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기능한다. 인민학교 수록 시에 첨부된 ‘련습’은
글자 읽고 쓰기， 바르게 읽고 쓰기， 단어 넣어 짧은 글짓기 등 글자교수
및 어휘에 관련된 것과 높낮이 부회끊기 부회읽기 부호 에 맞게 ‘읽기’，

운문을 산문으로 바꾸어 ‘말하기’ 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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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 속에 들어 있는 사상을 인지하고 효과
적인 읽기를 통해 시의 선동성을 내면화하는데 있음을 알려준다If'국어』
교과서의 ‘련습’에 한정한다면 시 교육은 모두 읽기와 말하기에 집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등중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글짓기교육이 행해진 것으로 생
각된다. 북한이 시쓰기 교육 흑은 글짓기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사상성이다. 수령의 교시 흑은 당중앙의 정책은 시를 쓰는 데 있어
서 핵심이 된다. 이는 ‘종자 잡기’에 대한 강조에서도 드러난다. 주제와 소
재는 모두 글의 사상인 종자에 의거해서 정해진다. 시의 다듬기에서 강조

되는 것은 시적 표현의 구체성， 현실성， 어휘의 적확성이다 여기에 조샤
어미 등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의 언어사용능력의 지도도 덧붙
여진다.
고등중학교의 시교육과 관련된 학습요소는 부록의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실제로 학습할 문제를 담은 ‘련습’(실습)
이 1뺑년 이전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고 19}ì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생

략되어 있다. 이에 비해 19}ì년 이전의 교과서에 별도의 과로 첨부되었던
원리지식교재는 19}ì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부록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19}ì년 이전의 고등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시 교육 관련 학습요소는 끊
어읽기， 높이마루， 길이마루 표시하고 살려 읽기， 사를 서술글로 고쳐 말
하기 등 인민학교의 학습요소와 흡사하거나 흑은 한 단계 향상된 것들이다.

떠.) If'국어문학』에 수록된 시의 특성

고등중학교 4-6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문학은 문예이론과 문학사에 근

거한 작품들을 담고 있다 문학사는 근대 이전의 국문학사와， 북한식으로
해석한 현대문학샤 간략한 외국문학사가 포함된다. 이 중 국문학사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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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요와 고대중세설화문혁; 중세시가문학， 중세소설문략 계몽기문학; 광
복 전 진보적 문학， 항일혁명문학， 새나라 건설시기의 문학，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영웅적 문학， 전후복구건설시기의 문학， 천리마시기의 문학， 주체

문학의 대전성기 문학 둥으로 시기가 구분된다. 고등중학교 4학년에는 고
전문학부터 항일혁명문학까지， 고등중학교 5학년에는 새나라 건설시기의
문학부터 천리마시기의 문학까지， 고등중학교 6학년에는 주체 시대의 문
흑L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문학사에서 강조되는 것은 북한식대
로 해석한 현대문학샤 즉 광복 전 진보적 문흑써1서 주체문학의 대전성기

의 문학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사와 작품이다. 이는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문예이론， 주체문예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봉건사회에 형성된 고전문학작품은 현대문학에 비해 낮게 평가될 뿐
아니라 평가의 근거도 민중적이며， 혁명적， 민족적인 성향을 띤다. 가령，
문학사에 대한 설명에서 봉건통치배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드러난 민요
〈사리화〉를 부각시키거나 고려가요를 우리말로 창작된 국어시개}는 점

에서 높게 평가하고， 시조를 민족시가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 등이 그러하
다. 북한의 교과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방 전후의 문학 작
품， 새나라 건설 시기의 문학작품， 주체문학작품이다. 문학사의 내적 전개

에 의해 시기가 니누어지기 보다는 사회정치적 변화에 따라 시기를 니누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의 내용도 정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김일성
찬앤수령형상)과 공산주의 이념 찬양을 중심으로， 반미， 반남한적인 내용

이 표현되고 있다. 새나라건설시기의 문학과 전후복구건설시기의 문학은
문학적 형상화에 있어 상대적으로 서정적인 경향이 짙다*

[주제어] 북한의 문학 교육， 시 교육， 교재 분석

* 본 논문은 없li.5. 22 투고되었으며 :mJ. 6. 2 심사가 시작되어 :mJ. 5. 12 심사가 종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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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Literature Education of North Korea
-Focus on Poetry Education of North Korea-

Ki m, Yang Hæ

The

빠ns

of this paIH is to consider

substanæ in North Korea' s

li따-ature

0비ect

and instruction ræthodology and

education.

(1) A con뼈ts characteristic of IX뼈1 in text book:
Subs띠næs
S배Iject

is

of pæ따 are various from “ study 뼈rd"to

conæntrat어

on

뼈seN뼈1

“뼈seS∞←Ryoung"，

Korea' s JXllitical system or Kim’ s

but

f;빼y

Poetrγ

are collec뼈 g1ve cons며u앉1æ to a lower 밍æes. 따ause pætry is
emotional genre, so children who 1없TI JXle띠1 feel intimacy to a sys뼈1 of Kim
n-sung. αl 벼sis of intimacy to a system of Kim n-sung, students 밍-e instruct어
ideoI뺑떼 어ucation

(2) Instruction
“R얹ding"
gαx:l

of

JXletry:

in

N뼈1 KoπB’ s JXle따r 어ucation. “Reading"

rr빼1odok핑y for 뼈l맹ical

어ucatiom aÏn1S
revolutiαkÙ

ræthodok핑y

ÏmJXlπant mat따

is

instruct

effective.

to

corr椰hend ideol명i때

intemalization.

subject in JXletry

so

to sreak.

is

pæ따

뼈 m뼈때ize JXle띠1'S

emotion.

(3) A JXle따

charac때stics

in North

Kαea’s 뼈뻐re

textbook called

wKo뼈n

U뼈-ature~:

Korean literature~collect literature theory and li따-ature history ba뼈 on

W

‘ju-che literature theory’ constituted Kim il sung and 퍼n jung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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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sic works underestimate M<xlem works and stmJ.dard of valuation
聊띠ar 따it

and a national

뼈it

and a revolutional

뼈

a

뼈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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