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잭샤교육

김양희*

1. 서론
이 논문은 북한 국어과의 서사 제재의 내용과 특정 및 서사 교육의 내
용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1) 이는 북한의 문학교육 전반을 시교육과 서
사 교육， 문학사 교육으로 니누어 접근하려는 시도 중의 일부이다. 논의

에 들어가기 앞서 연구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도록 한다 북한 교과서의
수록된 글은 크게 생활적인 글， 문학적인 글， 논리적인 글로 나뀐다02) 이
중 문학적인 글은 사람틀의 생활을 형상적으로 그린 글을 일컴는 것으로，

동요， 동시， 서정시를 비롯한 운문 작품과 소설， 동화， 실화， 수필， 기행문
동 산문작품， 토믿딸， 희곡， 혁명가극， 영회문학 등이 해당된다. 생활적인
글로는 생활문， 일기， 편지， 이야기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논리적인 글
로는 일반설명문과 원리지식교재로 쓰이는 설명문이 해당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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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저서， 교과서를 인용할 경우， 가급적 원문을 살려 쓴다，
2) w고등중학교 국어 1~ (1991:95-99), r 글의 갈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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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학 교육 중 서사 제재를 포괄하는 교육을 살펴보려는 목
적을 전제로 하여 서사적 특성이 두드러진 소설(동화)， 이야기글， 전기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히눈 것은， CD 교과서 수록 서
사 제재의 내용적 특정 @ 서사 제재에 반영된 교육 내용 분석: 학습 요

소 및 교육 방법이다. 이상의 과제를 상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북한에서 국어교과는 공산주의 혁명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교육
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상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어과

목의 위상은 매우 크다 하겠다. 특히 문학작품은 학생들에게 혁명사상을

고취시키는 애국주의 교양과 더불어 ‘인민의 진보적 사상과 이 사상을 위
한 투쟁의 형상적 반영’으로서의 미적 교양을 교수할 수 있는 좋은 재료

가 된다4) 그러므로 국어과 교과서에 드러난 서사 제재의 내용적 특정을
살펴보는 것은 국어과목을 통한 교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계기가될 것이다.
둘째， 교과서에 반영된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학습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주체 문학론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문학관이 교과서에 어떻
게 투영되어 있으며， 국어 교육적 입장에서 서사 제재를 통해 학생틀이

습득하는 학습 요소 및 지식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
다

3) 생활적인 글로 분류된 ‘이야기글’은 동화나 소설적 성격이 매우 강하브루 이 논문에

서 다루도록한다

4) 석인해 • 김용은문학교수웹 WB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비준. 미)，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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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교과서에 수록된 서샤 제재

(1) 제재 선정의 관점

디 일반 제재 선정의 기본 관점
김일성의 혁명 사상， 주체 사상 고취
사대주의， 봉건 유교사상 등 반혁명 사상의 배격

미국， 일본， 지주， 자본가에 대한 증오심 고취
개인주의， 이기주의 배격 및 집단주의 의식 무장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고취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체득

口 문학제재 선정의 기본 관점
김일성에 대한 존경과 충성의 감정 고양
집단과 조직에 대한 사랑과 적에 대한 증오심 및 비타협적 태도 고양
마래를 사랑하는 혁명적 닥관주의 감정 형생

아름다움을 옹호하기 위해 투쟁할 줄 아는 감정 형성
(~국어교수볍~

1973: 39-47

참고)

(1)은 북한 인민학교 국어과의 교재 선정의 기준에 해당한다. 이 중 문

학 제재 선정의 기본 관점은 곧 문학 제재를 통해 학습해야할 교양의 구
체적 내용이 된다.
고등중학교 국어교육의 내용은 크게 ‘사상 정서 교양’과 ‘지식 기능’으

로 분류된다. [표 1]은 1984년도 ‘교수요강을 바탕으로 고등중학교 1-3년
과정의 교육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이언제 외 2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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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 고등중학교 1-3학년의 국어 교육의 내용체계

내용

구분

·김일성부자에 대한중설성 교양
정치사상교양
사상정서교양

·공산주의 교양
정서교양

지식기능

·당정책 교양
·혁명 전통교양

국어지식(국어원라지식)
국어기 E

·정치 도덕적 정서

·마학적 정서

· 말과 글을 다루는 기능에 관한 지식
·말과글의 요소에 대한지식

~~7 l!말하기/글짓기/글씨

북한에서는 글을 생활적인 글， 문학적인 글， 논리적인 글로 나눈다. 생

활적인 글은 일기， 편지， 감상문 등이며 문학적인 글은 시， 소설， 희곡， 동
화 등이며 논리적인 글은 토론글， 선전선동글， 설명문， 웅변 등이다 이 중
시， 소섣(동화)， 설명문， 전기문 등이 큰 비중을 ;;;:f'<1 하는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록 제재들은 앞서 기술한 제재 선정 기준， 내용 체계에 의
해 채택된 것이다. 서사 제재는 소설(동화， 이야기글)， 전기문， 희곡 순으

로 수록비중이 높다. 소설(동화， 이야기글)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통
틀어 시 제재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쩨하는 문학 제재라고 할 수 있
다5)

소설은 인민학교 교과서의 경우 %년6) 이전에는 25편이 실려 있었으나

%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총 36편으로 확대되었고 고등중학교의 경우에는
각각 21편， 23편이었다. 북한의 특수한 제재인 ‘이야기글은 일종의 창작
5) 서사 제재는 인민학교 3, 4 학년부터 수록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이 지니는데， 이는 저
학년의 경우 주정토로의 장르인 시가 사상을 정서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상을

보다 쉽게 체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교재 개편이 이루어진 lffi3년을 기점으로 편의상 ‘~년 이전’!~년 이후’로 구분하도
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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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이야기글’은 실재했던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
으나 설재한 사건처럼 꾸며 구성한 창작 동화1) 인데 우화에 비해 사상성

이 강조된 제재라고 하겠다 우화가 인성교육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
면， 이 Ö1=71 글은 사상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가령， 우리에게도 잘 알려
진 이솜우화 ‘욕섬많은 개’는 『국어 l Jl의 44과에 수록되어 있는 우화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개인리기주의λl장을 없애도
록 교양하며 동화의 읽기 지식과 기능을 키워준다.’는 교수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이 과의 ‘교수에서 구현하여야 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념의

교시’는 ‘《자기것만 귀중히 여기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제일 부끄러운 일입니다》’라는 김일성 대원수의 교시가 설려 있
다. 이에 비해 『국어 l Jl의 제 %과는 ‘영웅아저씨’는 이야기글로 분류된 제

재로 교수 목적을 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틀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본받도록 교ÖJ:하며 이야기글의 읽기

지식과 기능을 키워준다" (1'인민학교 국어 1 국어교수참고서』 주체89， 교육
도서출판샤 p121)로 밝히고 있으며 ‘교수에서 구현하여야 할 위대한 령
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말씀’으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틀
은 가렬한 전투장마다에서 한봄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땅크를 맞받아
나갔으며 리수복영웅과 같이 애젊은 나이에 서슴없이 자기 몸으로 적화

구를 막아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사수하였습니다::;?"라는 김정일 선집
의 글이 인용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이 두 제재가 모두 공산주의적 인간

형 양성과 관련된 교양 내용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우화의

경우 근면， 공동체적 세계관， 개인주의 타파 등 공산주의 도덕과 관련된

7)

꽉한에서는 이야기글을 생활적인 글로 분류한다. 이것은 이야기글이 생활이나 학교
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상 ‘이야기글은 이러한 배경에 한정되지

는 않는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글이 생활에서 얼어난 일이라고 할 때， 사
상적인 내용의 주입에 있어서 더욱 효파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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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양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이야기글에는 김일성 체제 옹

호， 혁명정신， 반남한， 반미 등 시장 교양적 측면이 강조되는 차이를 보인
다 가령， 남한 어린이인 ‘돌이’가 김정일 찬양노래인 ‘2월의 명절을 노래
합니다’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르쳐주어 다 함께 부른다는 이야기인 “돌
이가 부른 노래”는 남한의 어린이틀도 북한체제를 동경하고 있다는 내용
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야기글이다.

또한 “머슴아이”는 자신을 무시하는 지주의 아들을 때려굽힌 머슴 석철이

의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인민학교 이동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적의를
불러일으키고 공산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

단원 영철이의 항일투쟁을 다룬 “유격대원과 아동단원”은 반일사상을 담
고있다

전기제재는 인민학교의 경우 %년 이전 교과서에는 총 'l7과가 수록되
었으며 ~년 이후 교과서에는 35과가 수록되었다. 고등중학교의 경우에는
~년 이전이 3편，~년 이후의 6편이 실려 있다. 고등중학교의 전기 제재

는 거의 김일성， 김정일에 한정되어 있다. 인민학교 교과서에는 실린 전

기문의 경우，~년 이전 교과서는 김일성에 대한 전기가 가장 많았으며，
김정일， 김정숙， 강반석， 김형직 등으로 이어진다~~년 이후 교과서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강반석， 김형직 등 수령에 대한 헌신적 충성을 보

여주는 소위 ‘혁명적 가정’인 김씨 일가의 전기가 많이 등장한다 김정일

을 칭송한 작품이 많은 시 제재와는 달리 전기 제재에서는 검정일에 대한
전기가 김일성의 전기보다 적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수령형

상문략의 창작과 관련된다. 즉， 김일성에 대해서는 항일빨치산 및 6.25참
전(반미항전) 등을 소재로 한 ‘불멸의 총서’ 시리즈 등 수많은 ‘수령 형상
문학j틀이 창작된 데 비해 수령의 계승자로서 김정일을 서사의 주인공으

로 삼은 ‘수령의 계승자로서의 수령형상문략이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
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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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은 두 편이 실려 있는데 「배움의 종소리」의 주제는 김일성 찬양이

며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익히 얄려진 전래동화로 은혜를 갚자는 주제
를 담고 있다 희곡은 북한 문학예술에서 큰 위치를 차지한다. 피바다로

대표되는 혁명가극은 서사를 중심으로 음악 무용， 미술을 총체적으로 수

용한 종합예술이다. 인민학교 교과서에 실린 두 편의 희곡은 모두 일부분
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대화되었는

지의 여부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북한 교과서 수록 서사왜 내용적 특정
3.1 ‘주체적 인간형’으로서~I 전형 창조와 대립 · 투쟁의 서사
(1)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자기의 주인공
으로 내세윗으나 그것을 공산주의적리상의 체현자로， 전면적으로 발전
된 인간성격 R로 보았을뿐 공산주의적인간성격의 기본핵， 주도적성격
이 무엇인가를 옳게 형상하지 못하였다.

공산주의자의 세계관， 인생관에서 기본핵을 이루는 것은 혁명적수령
관이며 그 정신도덕적 풍모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설
성이다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옳게 그려야 하며 그것은 문힐L에서 주로 전형적성격과 전형적환경의 호
상관계로 표현된다. (강문철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적인 전형성리론의
사상리론적기초

w조선어문~ 1994년 1호)

(2) “인간 성격은 무한히 다양하고 개성적이면서도 그가 속한 계급의 일반
적이고 공통적인 특성을 특정을 가집니다 문학예술 작품에서 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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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개성적인 특정을 통하여 계급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특정을
구현하여야 전형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작품창작에서 인물의
개성적 특정을 통하여 계급의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정을 구현하여야
전형으로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작품 창작에서 인물의 개성적 특정

을 살린다고 하면서 계급의 본질적인 특정을 모호하게 만들 때에는 사
회주의적 전형화의 원칙을 어기고 인간 성격을 왜곡하게 됩니다 8)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서 ‘전형’은 ‘개별성을 통해서 보편

적 · 사회적 의의를 가진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
한다.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히눈데 문학예술의 중요한 의의를
둔 김일성의 문예론을 계승하여 김정일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창조를
강조한다. 여기서 ‘공산주의적 전형’은 시장 · 정신적으로 고상한 풍모를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뜻하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형’은 김일
성 • 김정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체λ}상에 입각한 당정책에 충살한

공산주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을 예술적으로 뚜렷이 부각시키는
것이 전형 창조의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주체문학론~(1992) 에서는 주체

형의 인간전형으로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나기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인물 @온갖 애로와 난
관을 헤쳐가는 영웅: 그들이 처음부터 영웅의 기질을 타고난 기상천외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출신의 근로자인 보통인간이며 누구나 혁명위엽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는 헌

신성을 찌변 영웅이 될 수 있디는 사상을 형상화하는 인물 @사람을 가

장 귀중허 여기고 사랑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더없는 영예로
여기는 고상한 륜리도덕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형 @당과 수령을 위하

8) 검정열(1!m년 2월 10일)， r 인간 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섣주의적 전형화를 갚이있게
설현할 데 대하여-작가들과 한 담화」 전영선(때)2) p. 1l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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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는 혁명적 의리의 주체

적 인간형 등을 제시한다O(~주체문학론.~ pp.161-176)
요약하자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인물， 사
람을 중심으로 히는 공산주의적 윤리 도덕을 지킨 인물이 ‘주체형의 공산
주의적 전형’이 된다
예컨대， 목숨을 결고 김열성을 지킨 영웅 김창걸 (r 영웅아저씨」， 『인민

1-2~) 이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아동단원 태숙(r 파속의 비밀」， 『인민학

교 국어 2~)， 일제에 의해 사형당하는 아홉살 혁명가 금순(r 금순이의 최후J ，
『인민학교 균어 4~ 와 같은 인물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히는

“대중적영웅주의”의 전형을 보

여준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 뜨거워 금순이는 흐느껴 울었다 이 때 헌병놈들이 나
타났다. 그 어떤 고문으로도 금순이를 굴복시킬 수 없게 된 놈들은 그의 생
명을 끊어버리려는 것이었다J장군님의 딸답게 최후를 마치자J

금순이는 자리에서 일어 났다. 그리고 얼레빗으로 조용히 머리를 빗었다.
〈빨리 나와〉
헌병놈들은 금순이를 앞세우고 사형장으로 향했다. 금순이의 옷은 갈기

갈기 찢기고 온몸은 피로 얼룩졌다 그러나 금순이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어리여 있엇다. 사형장으로 가는 아홉살 난 금순이를 보고 사람들
은 모두다 이를 갈며 치를 떨었다.

금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뼈을 향하여 웨쳤다.

〈아버지， 어머니들 왜 우십니까? 울지들 마세요 혁명군 아저씨들이 꼭
원쑤를 쳐없앵니다. 조국이 광복되는 날까지 곧세게 싸워 주십시오.>
불을 토하는 것 같은 금순이의 웨침에 놈들은 기겁하여 물러 섰다. 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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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지러운 총소리가 울렸다

〈일제를 타도하라!>
〈조선혁명 만세!>
힘차게 부르짖는 금순이의 애된 목소리가 멀리멸리 울려갔다. (r 금순이

의 최후J ，인민학교 국어4~)

이동단원 금순이는 김일성 짚1군의 연락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제에게 잡

혀 죽음을 당한다 그녀가 죽읍 직전에 시용한 얼레빗은 김얼성 장군이
준 것이다. 조국과 수령을 위해 의연히 죽음을 맞이히는 아동단원의 최후
는 김일성 수령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혁명에 나서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물형에서 주인공의 인간성은 주체의

인생관에 기초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성품

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선천적인 영웅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
바탕에서 혁명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영웅이 된 자들이다. 이러한 형상화
는 태생부터 영웅으로 묘사하는 수령형상과 차이를 보인다. 그들의 인간
적 숭고함은 개인보다는 조국， 수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을 철저히 희생
하는 데서 비롯된다.

〈무전수동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참된 전사답게 잘 싸워주오
이 고지를부탁하오〉

참모 아저씨를 그러안은 무전수 아저씨의 두 눈에는 미제원쑤놈에 대한
증오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무전수 아저씨는 고지아래를 내려다보았습
니다.

(이렇게 싸워서는 고지를 지켜내기 어렵다 적들은 꼬리를 물고 게바라
오르는데 한두개의 수류탄으로 어떻게 다 잡는단 말인가 그러나 고지우에

적틀을 절대로 올려놓을 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의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주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위대한 수령념께서 찾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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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조국땅을 조금도 내줄 수 없다. 그러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사격을 여기로， 바로 나에게로 부르자)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포사격
을 자기에게로 부르는 무전수! 그의 영웅성과 자기희생정선은 감시소의 모
든 전투원들의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련포군장 아저씨는 그 짧은 말 속에서 매우 급한 고지의 형편과 무전수

의 불타는 충성섬을 심장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투원을 고지우에 그대로 두고 어떻게 포사격을 한단 말인
가1)

련포군장 아저씨는 드디여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전사는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지켜내려고 한다. 그의 소원대

로 고지에 포사격을 하자‘ 그렇지만 그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J (r 포사격을
나에게로!j

국어 고등중학교 l~)

위 인용문에샤 서사는 인물의 내면 묘사를 통해 진행된다 9) 위 소섣의

중심인물인 무전수와 참모 사이의 감정의 연계는 다시 련포군장과 무전
수와의 감정의 연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감정선의 이동은 공산주의 전사

들의 숭고함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죽어가면서도 고지를 부탁하는
참모，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고지를 지키려는 무전수， 부하의 생명을
지키고자 갈등하는 련포군장 등 위 소설의 인물들은 모두 공산주의적 혁
명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 뿐 아니라， 조국과 수령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대중적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물틀이 만들어내는
서사에는 갈등상횡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
서의 계급투쟁은 통일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이며 그것은 결코 사회

9) 소섣의 묘사에서 가정 중요한 것은 섬리묘사이다. 인물의 내면세계를 펼쳐 보여주는
데서 기본은 사색과정을 갚이있게 그리는 것이다. 인물의 사색과정을 잘 묘사하여야
성격의 본질적 특성과 사고방식을 집중적 P로 발현시킬 수 있다‘ (W주체문학론~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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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기 위해서 하는 계급투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11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1975:210-211)

또 하나의 인물 전형으로는 ‘핍박 받는 민중’이 있다. 이러한 인물형은
“우리 어린이들이 훌륭한 사회적 환경에서 행복만을 안고 부럼없이 살아
오기 때문에 낡은 사회의 표상과 혁명투쟁의 시련에 대한 체험이 없디는

데 대해서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피바다 만랴， 불바

다 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력사를 깊이 형상”하고 “나라
없고 주권이 없던 지난날의 설읍과 고통에 시달려온 우리 인민의 피눈물

나는 역사는 생동한 예술적 형상연로 보여주어야 하는 펄요성이 제기되
기 때문이다'， (11주체문학론~ pp,253 껑4)
이 유형의 인물들은 계급적 민족적 억압 아래 핍박받는 민중으로 묘사
된다. 지주에게 억압당하던 숙이가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벗어나지만
착취사회에서는 평얀을 찾지 못하고 결국 김일성의 품에서 행복을 찾는

다는 내용인 「콩한말J (인민 2) 이나 비교적 우리에게도 잘 알려전 최서해

의 작품(담요， 박돌의 죽음)， 나도향의 작품(행랑자식)의 인물들은 이러한
경향을 띤다. 그런데 최서해나 나도향의 작품처럼 이른바 주체문예론(문
학론)에 입각하여 쓰여지지 않은 작품에서 대립과 갈등은 집단적

· 계급

적인 성향을 띠기보다는 개인적인 울분을 표출하는 방식을 취하며 속수

무책으로 현실에 대해 체념하고 순응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주체
문예론(문학론)에 입각하여 창작된 서사제재에서 갈등은 계급문제를 동
반하며 인물은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한다)0) 갈등국면

에서 계급관계는 극대화되며 계급모순은 심각하고 첨예하다. 지주/머슴

10)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파 피지배계급간의 겨l급적 대립
과 투쟁。l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지마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는

로통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
습니다，>(~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2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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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머슴아이 1( 인민1) r 콩한말」「미제 승냥이 J( 인만2))， 미제/노동자{r 빵 세

개， 사과 다섯 알1( 인민4， 1뺑))， 일저U민중(r 금순이의 최후1( 인민 42001)
남한괴뢰/민중(r 누나의사진J (인민4)) 등으로 피지배지들은 지매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어 결국은 김일성 체제를 그리워하거나 흑은
김얼성 체제에 의해 구원받는 서사구조를 지닌다. 지배 계급은 자신의 이

익을 위해서라면 살인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악한으로 그려지며， 피지배
계급은 한없이 선량한 인물이라는 이분법적인 설정을 지닌다 이것이 의
도하는 바는 명확하다. 적대 계급에 대한 분노와 사회주의 체제(김일성체
제)에 대한 찬양이다. 이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나 갈등 OJ상은

최대한 단순하며 대립의 정도는 극렬하다. 미을 주민틀을 괴롭한 허시몬

이 결국은 마을주민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이야기인 「미제승냥이 J( 인민2)
나 자신을 괴롭힌 지주 아들을 단매에 때려둡힌 머슴 석철이 이 ψ1 인

「머슴아이 J (1-1) 에서 주인공은 비타협적 투쟁으로 승리하고 대럽인물은
제거된다 11)

한편， 사회주의 우월성을 입증하거나 김일성을 찬양히는 작품에서는
갈등이 설정되지 않는다뜨거운 사랑을 담아 싣고1(1-2)， r 따사로운 품

에 안겨 J (1-2) 에서는 인민을 사랑하는 위대한 수령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을 뿐， 별다른 갈등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96년 이후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동회는 두 기지 특성을 지난다. 우

11) 이러헨자본주의사회의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에서는 응
당 갈등을 심각하고 첨예하게 조성히여야 하며 혁명력량이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
해} 반동세력을 짓부시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때 작품의 사성주제

적 과제， 그에 따르는 주인공의 운명처리와 갈등조성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 주인공
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작품에서는 반드시 부
정적 주인공에 대한 긍정적 주인공의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승리와 우윌성이 뚜

렷이 밝혀지고 긍정적 주인공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전망이 멍백히 표현되어야 한
다J위의 잭 p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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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야기글’의 경우 일제시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 제재가 많다. 북한
혁명 역사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난 항일 빨치산 사건은 이야기

글의 소재로서 많이 등장하며 이에 따라 유격대장으로서 김일성의 형상
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 밖에도 김정일이 지도놀이를 하자
일제가 망한 이야기(“이상한 소문” 인민2) 나 김일성이 호랑이로 변해 일
본토별대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백두산호랑이” 인민 4) 등 수령의 선이함

을 강조한 이야기도 있다.

3.2. ‘수령 형상’으| 양상과 사호| 정치적 생명체 12)
‘수령 형싱J은 해방 전， 항일무장시기(1925-1없5)부터 시작13) 하여 해방

후 전 시기에 거쳐 계속 중요한 형상 원리로 부각된다. 각 시기에 등장하
는 새로운 주인공14)은 농민， 대중적 영웅， 공산주의적 풍모를 지닌 노동
계급， 천리마 영웅 등으로 다ÖJ=하지만， ‘수령 형상J(흑은 수령의 혁명적 가

정)은 전시기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인물형상으로 제시된다. 항일 무장투

쟁의 형상화 문제에서부터 제기된 혁명적 대작 논의는 결과적으로 수령
을 형상화하는 원칙과 방법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데，15) 이는 주체의

문예이론을 거쳐 김정일이 집대성한 ‘주체문학론’에서 본격화된다.
12) 좁고 「북한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인물→수령형상을 중심으로J(2003) 참고 재인용.
13) w조선문학사잉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송가 《조선의 별::Þ， 혁명가요 《조선의
노래〉 등이 창작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조선의 별》은 “우리 헥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향도성으로 우러르며 청년공산주의자틀이 경
애하는 수령님께 지어올린 불멸의 혁명송가’라고 본다 『조선문학λh3판 pp.45-46

14)

김성수(때12)에 따르면，(1)시기는 일제시대의 낡은 봉건 잔재를 극복하고 토지개혁
에 적극 나서는 농민 등이， (2)시기에는 공산주의적 인격율 지닌 노동영웅이， (3)시

기에는 인간적으로 고노하며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노동영웅이， (4) 천리
마 시기에는 천리마 기수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15) 선우상렬(2(χ2)， W 광복후 북한 현대문학4연구~(역락)， p.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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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령형상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수령은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

가의 최고전형’이기 때문이다 ‘수령， 당， 대중은 3위 일체인 정치생명체’

로， ‘작품에서 수령， 당， 대중의 3위 일체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온 사회
의 주체 사상화위엽 수행에 이바지하여야 할 주체문학의 사명’이 된다
그라므로 작품에서 수령， 당， 대중의 3위 일체를 구현하는 문제는 혼연일
체를 이룬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관계를 진설하고 깊이 있게 그려내
는데 있다ú"주제문학론』은 사회정치적 생명체 형성으로 인해 생활과 문
학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주체문학의 파제는
‘수령과 언민의 관계는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의 사고， 하나의 호
흡，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진 혈연적 뉴대로 되고 있으며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모든 사회성원들의 관계는 혁명적 의미와 동지애에 기초한 관계’，

즉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영원한 형상원천’이 되며， 이때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헥명가의 최고 전형’으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논 것은 주체문
학건섣의 기본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0(김정일 w주체문학론~:117-151)
북한문학에서 수령을 어떻게 형상화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한 중요
성을 지난다. 인민의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그 주체성은 수령에 충설함으

로써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2.1.

절대자로서의 수렁

수령은 보통혁명가나 일반적인 지도자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예술적 형
상이다 보통 혁명가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민대중의 한 성원으로 수

령의 한 전사일 뿐이다. 인민과 엄연히 구분되는 절대자로서의 수령은 수
령 형상의 본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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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은 인민대중으로서는 학습을 통해 체득되는 지주적 사상의식， 창
조적 활동능력， 목적 지향적인 의식 활동을 선험적으로 체득한 자이다.
그러므로 수령을 형상화할 때는 개별적 혁명가와는 반드시 구분되는 특
출한 면모를 보여야 한다.

(1) 그때 장군념께서는 함흥에서 제일 크고 으리으리한 왜놈의 려관에서 보
름동안이나 투숙하시었다 위대한 징탠념께서는 려관을 떠나실 때 려관
주인을 불러 명함 한 장을 주셨는데 그 병함을 받아 든 주인은 너무 놀

라서 징L군님께 깊숙이 절을 하며 온 붐을 사시나무 떨 듯 하였다.

(2) 놈들이 이렇게 정신이 빠져서 소동을 피우고 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
서는 후치령을 넘어 풍산읍내 리발소에서 리발까지 척 하고 나오시여
북으로 뻗은 신작로를 유유히 걸어 가시였다

(3) 그제야 경찰놈등이 위대한 징L군님을 알아보고 바짝 뒤를 따르는데 ;암
님께서는 뒤도 한 번 돌아보시지 않고 큰 걸로 훨훨 결어가시는 것이였
다 위대한 징l군님께서는 곁보기에는 천천히 결으시는 것 같은데 실상

은 어찌도 빨리 가시는지 놈들이 기를 쓰고 따라가도 도저히 따라 갈
수기 없었다.(…)

(4) 그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이장을 압록강물우에 척 띄우고 그 우에
선뜻 올라 서시는 것이였다. 그러자 종이장이 쏟살같이 달려 기는데 눈
깜빡할 시아에 강건너기숨에 가 닿았다.

(5) 갑자기 길갈이 치솟는 파도는 위대한 징낸님께서 그 종이장을 건사하시
는 바람에 열어나는 멀기였던 것이다. 하여튼 그 파도가 어찌나 세갔던

지 위대한 장군님의 뒤를 쫓던 경찰놈들의 배가 몽땅 뒤집혀서 놈들이

모두 압록강 고기밥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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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때 강가에 았던 일본경찰관 주재소는 물 속에 잠겨 버리고 말
았다.

(고등중학교 『국어 h 19과 신기한 종이장)

영웅 서사는 보편적인 혁명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수령을 형상화하기

위해 종종 선택되는 방식이다. 즉， 항일 혁명 투쟁을 영도히는 김일성은

적들의 진영에 있으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이발까1 하는
등 여유를 잃지 않는 영웅이다-.(1，2) 그러나 여기까지의 수령은 의연한 혁
명가로서의 면모를 보이지만 유일무이한 절대자의 형상은 아니다. 수령

을 수령이 게 하는 특질은 (3)，(4)를 통해 확연해진다 여기서 수령은 세속
인과 변별되는 특질을 지니면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도약한다. 영웅담의
인물상과 흡사한 이 대목에서 수령은 축지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그린 지
도를 이용해 공간 이동을 자유자재로 한다. 이러한 신이함은 결국 반대자
들을 압도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완성된대5)16) ， 인민의 주체성

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수령의 령도를 막힘없이 따를 때에만 기능하다
고 말하는 역설은 수령 이야기의 반복된 이야기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웅담은 실재한 역사의 기록으로 탈바끔한다. 그 일화가 일어난 시간과

공간(함흥， 후치령， 항일투쟁시기)이 상세히 제시되는 과정을 거쳐 독지들
은 이것을 설재한 사건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주체문학론’에서 밝힌
바 ‘수령을 형상한 작품은 수령의 위대한 풍모와 엽적을 후세에 길이 전

히는 역사문헌적인 의의를 7}.지’도록 하는 원칙，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력사에 설지 있는 수령을 직접 형상하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을 철저히 력

사적 사설에 맞게 하여야(~주체문학론，1] 1992:147) 입장에 의거한 사실주

16) w국어 인민학교 2~ 14과인 ‘그림속의 룡Py도 전형적인 영웅담의 성격을 지닌다. 김
일성이 그럼에 룡마를 그리자 그 룡口바 튀어나와 항일유격대원들을 태우고 일본
토별대를 무쩔렀다는 이야기로 이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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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원칙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료틀이 열마
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있다

수령의 형상화 못지않게 수령의 계승자로서 김정일의 형상호}논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문학은 마땅히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그 후계자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문제를 주선으로 틀어쥐어야 한다π주체문학론Jl:1:38)

왜냐하면 ‘수령의 계승자를 형상한 문학은 본질상 수령형상문략(윤기덕
1991:낌4 캠8)으로 수령의 계승자에 대한 충성은 대를 이어 혁명 위업을
완성하논 얼이 되기 때문이다. 혁명 정신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수령의
계승자를 형상하는 것은 곧 수령을 형상화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승자 형상 문학의 특성은 ‘수령을 형상한 문학과 차이
없이 λP상리론적 엽적，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

의적 덕성’을 형상하는 데 있다. 수령을 닮은 김정일의 풍모와 인간됨은
혁명위엽계승의 정당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된다 따라서 수령을 형상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위대한 행적을 발굴

하고 그 뜻을 갚게 새기는 것이 창작의 펼수적 전제가 된다. ‘위대한 수령’
의 절대성은 수령의 계승자로서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에 대한
형상창조로 이어진다 IF국어 인민학교 3 Jl의 19과 ‘백두산에 솟은 광명성’

은 항일투쟁과정에서 태어난 김정일의 탄생일에 솟은 백두산의 광명성에
관한 이 óþ7] 이다. 김정일의 탄생에 관한 서사는 광명성이 솟은 3년 후에

일제가 패망한 것으로 완성된다.

(l)<{소장인까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저 백두산을 보라. 배 ... 백두산에 새

장군별이 또 솟는 것을 보니 김일성장군부대가 국경을 넘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국경경비를 더욱 강화하라. 알겠는가?'P

(2)

정말 백두산 마루에 솟은 장군별 곁에 전에 없던 큰 별이 새로 나타나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였습니다. 주재소장놈은 그 황홀한 모습을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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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바라보다가 그만 넋을 잃고 풀썩 주저않고 말았습니다.

(3)

~동포들이여， 백두산에 독립성이 솟았다〉
《백두산 장군별곁에 또 하나의 광명성이 솟았다.::ì>
《아， 조선아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글발은 참으로 사람틀

의 가슴마다얘 새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글발이였습니다.

(4)

겁에 질린 주재소장놈은 《앗!::ì>히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
습니다.
겁에 질린 순사놈들은 눈깔이 뒤집혀서 주재소장놈이 쥐고 있먼 종이

장을 넌지사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놈들도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숨구
멍이 막혀 눈알만 떼룩거리며 나자빠졌습니다

(5)

이런 일이 있은 뒤 3년이 지나서 일제놈들이 망하고 우리 나라는 광복
되였습니다.

새로 뜬 장군별은 김정일의 탄생을 알리는 전조이다. 죠L군별 곁에 또

하나의 광명성이 솟았다는 것은 곧 김일성과 김정일이 하나의 수령이라
는 상징적 의미를 주고 있다. 이 광명성은 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
는 것이며， 광명성의 힘은 너무 지대하여 광명성 탄생 소식이 적힌 글발

을 본 일제는 힘을 잃고 죽고 만다. 이러한 김정일의 선이함은 민족의 광
복으로 완성된다 w 국어 인민학교 2~ 7과 ‘백두산의 어린 장수’는 백두산
유격대원이던 김정일의 용감함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수령인 김일성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용맹함을 지닌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
럼 수령은 참된 공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성을 구현하는 기
본형상으로서 일개인의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때 체제와 당의 건재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수령형성J은 계승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여기서， 수

령인 김일성과 수령의 계승자로서의 김정일을 한 몸으로 잇는 문제가 제
기된다 「땅 속에서 나온 붉은 옥돌J(고등중학교 『국어 2~ ， 21과)은 주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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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탑을 세우기 위해 좋은 자리를 잡으려 하지만 지질상의 이유로 어려움

을 겪는 데서 이야기가 출발한다. 이 이야기는 주체사상을 매개로 하여
김정일을 ‘위대한 수령’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하슨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 역시 수령형상에 신비감을 부여하기 위한 奇談의 성격이 짙다. 여

기서의 선이담은 사임이 옥돌로 변화하는 사건과 그 사건을 예언한 김정
일의 예지력의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1)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선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빙그
레 웃으시였《일 없습니다. 래일 당장 저 자리에 시추를 하여 지질을 조
사해 보시오. 아마 석회암이 아니라 사암이 아니면 화강암이 나질 겹니
다〉

(2) 그들은 옥돌이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우에다 기초를 하였다. 그것
은 하늘의 뜻이고 땅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170m높이의 세계 최
대 결작인 주체사상탑이 대동강반에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었다

(3)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애하는 수령님께 1:l}~1 시는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 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파 지극한 효성에 감동되여
원수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땅속의 지질도 변화되는 것이리라1

주체사상탑을 세울 자리에서 나온 옥돌은 김일성에 대한 천지의 감응

의 정표이다. 곧， 수령은 하늘이 정해준 인물인 만큼 구체적 역사로부터
이탈된， 즉 한 시기에 존재하는 유한자가 아니라 미래를 결정짓는 메시아

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수령형상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전설’에 가깝다.

그러나 선우상열(때Q:100) 이 지적한대로 이 ‘전설’은 전설본연의 모습에
서 벗어난 것이 많다. 전설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간 대 자연， 인간 대
선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의 비계급적인 모순 충돌도 있지만， 수령형상문
학에서의 모순， 충롤 설정은 꼭 계급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는 이

러한 현상이 나타니는 이유로 기. 수령들이 계급투쟁과 관련하여 생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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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하게는 북한에서 문학을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보고， 사상교육에 봉사시킨 데 기인한다고 본다.

3.2.2.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수령

수령형상의 사상미학적 원칙의 하나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 풍모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의 본질적 특성을 ‘사회교양적 기능의 측면’
으로 규정하는 주체예술론이 반영된 결과이다 김정일은 ‘문학은 인간학
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 데 인간학으로서 문학의 본
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주체문학론~

1992:5).

이것은 수령형상에도

적용되는 관점으로， 수령의 형상은 격식화를 철저히 극복하고 인간적 면
모를 풍부하게 드러냄으로써 인민들에게 감화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
으로 이어진다 수령은 인민대중 흑은 혁명동지와의 친밀한 인간적 유대

를 지닌 것으로 형상화된다 ‘동무를 도우시여’(~국어 인민학교 3~ 50과)에
서는 어린 김일성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를 최우등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때에도 수령의 탁월함은 드러

니는 바 친구는 김일성의 말에 갚이 감명을 받아 그를 존경하게 된다. 인
간적 풍모에 깃든 λl상정치적 탁월함은 수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게끔 하

는 요소가 된다. 이는 수령의 계승자인 검정일의 형상화에 있어서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국어 고등중학교 3~ 의 7과‘전화종소리’에서 김정일은동

급생인 찬호의 숙제를 성심 성의껏 도와주는 인물로 그려진다 김정일은
수학문제를 잘 못 풀어 의기소침해진 동급생 찬호를 북돋아주고 수학숙
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살피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수령형상문학』은 수령 형상 창조에 λF냥 미학적 원칙을 밝히면서 대

중틀과 함께 하는 수령을 형상의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문학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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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서 인민 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 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체문학론의 기본 입장과 관련된다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 형쌍의 원칙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평범
한 인민대중 속에 허물없이 계시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히는 수령， 그
틀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워주며 온갖 관섬과 배려를 돌려주는
수령을 형상해야 한다. 인민의 수령만이 지닐 수 있는 소탈한 성품과 인
민적 작품，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배려， 고매한 펙성을 감멍 갚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1'주체문학론~ 1992:20이.
수령 형상 작품에서는 인민과 공동운명체로서의 수령을 그리면서 인민

들이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된 모습을 그려야 한다. 그러나 단지 수령을
등장시킨 작품이라고 해서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수령

의 형상이 딱딱하고 격식화되어 있으며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경계로 울
타리를 친 듯한 감을 주는 것’ (IF주체문학론.~ 1992: 1:33)은 올바른 형상화가

아니다. 무엇보다 수령형상의 핵심은 정치성과 인간성문제를 결합하는
것이 된다. 인민과 수령의 관계는 어린 아이와 자애로운 아버지의 관계처

럼 친밀히여야 하며 수령은 높은 정치성과 훌륭한 인간성을 지난 유일의
인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1) 얼굴빛을 흐리선 아버지 원수남께서는 머리 숙인 저의 손을 꼭 잡으시
고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돌아7없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아
버지는 전쟁 때 마제놈들의 폭격에 희생되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

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 너희들끼리 세간살이를 하면서 학교에 다닌단 말이지참

용타〉
저의 손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는 아버지 원수념의 목소리는 좀

갈리신 듯 했습니다.
(중략…) 부모없는 우리 형제가 아버지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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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누리는 이 행복을 저는 온 세상에 소리 높여 자랑해요.
우리 형제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계사는데 우리가 왜 고아겠어요! (‘친아버지의 사량국어 인민학교 4~
'Jl과)

(2)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사
람틀은 모두 되님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öþ， 나에겐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

덕님이는 목 메여 외치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
었습니다. (W국어 인민학교 4~ 13과 ‘아버지’)

(3)

선생님도 눈물이 달썽해서 두팔로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등대섬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하였습니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
님께서 비행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아이를 위해서 우리 등대섬에 학
교를 서l 워주시고 .. 。 오늘은 개학날이 늦어지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비행
기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등대섬은 끝없는 감격으로 끓어번졌습니다. (W국어 인민학교 2~ ，

38

과‘등대섬의 개학날)

(4) ~우리에게는 천막이변 충분하오. 이 동무는 감기에 걸렸으니 든든히
덮어 줘야겠소. 어서 가져 오시오.)> 잠든 대원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

며 찬 이슬을 막아주시기 위해 흩어진 나뭇잎들을 쓸어모으고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 감기든 대원을 알이두셨다가 한 장 밖에 없는 자신의
모포마저 가져다 덮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이처럼 자
애로우선 위대한 대 원수님을 모시고 시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
는 이 행복을 기슴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
명도 기꺼이 바치리라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지었다. (W국어 인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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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3J , 28과 ‘모포에 깃든 사량)

위 예문 (1)에서 수령은 고아들을 친아버지처럼 。}7J] 고 위로하는 자애

로운 인간형으로 묘사된다" (2) ，(3) 에서 드러나는 수령 형상 역시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예문 (1) ， (2) 에서

아어틀이 부모를 잃게 된 것은 매제국주의자 때문이다. 즉 민족의 불행
은 개인의 불행으로 치환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불행을 치유하는 것은 곧
민족의 불행을 치유하논 일이 된다. 아버지 부재는 곧 조국의 부재이며，
이러한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가 수령이다， (3) 에서 수령의 계승자 김정열

은 낙도의 인민틀， 즉， 변방에 소외된 인민들에게까지 일일이 배려를 아
끼지 않는 인간미 넘치는 지도자이다， (4) 에서 그려지는 수령은 항일무장
투쟁 시기 감기에 걸려 앓애二운 빨치산 대원에게 친히 모포를 덮어주는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군중 속에 숨어 드려나지 않던 인민을 몽소 챙겨주

는 인물이 바로 수령이다. 이처럼 수령과 인민틀의 관계는 상당히 개별적
인 것으로 그려진다. 예컨대 수령은 친히 학교를 방문하거나， 시찰을 하

는 도중에 인민들과 만나며 그틀과 집단이 아니라 단독자로 관계를 맺읍
으로써，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진정으로 위무하고 함께 한다. 수령과 인
민은 상명하달식의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애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인민과 수령은 하나의 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관계는 수령에 대한 인민들의 무한한 존경과 애정으로 이어진다. 수

령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후， 인민들은 “목 메여 외치며 경애'61는 대원수
님의 품에 와락 열굴을 묻었습니다" (~국어 인민학교 4d! 13과 ‘아버지’)"이
거나， “등대섬은 끝없는 감격으로 끓어번졌습니다 (~국어 인민학교 2d!,

38

과 ‘등대섬의 개학날’)， “나는 이 행복을 가슴 갚이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
수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l:l}，치리라 다시 한번 곧게 마음을 다

지었다， (~국어 인민학교 3d!. 28과 ‘모포에 깃든 사랑)" 등으로 수령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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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에 충성으로화답한다

앞서 살펴본 ‘전화종소리’ 역시 이러한 감응의 논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회종소리에서 김정일은 동급생에 비해 학습능력도 탁월할 뿐
아니라 인간적 풍모까지 갖춘 흠모의 대상P로 그려진다 이러한 김정일

의 모습에서 동급생 찬호는 혈연적인 애정을 재발견한다. 즉， ‘경애하는
원수님의 옛말이라면 백날이고 천날이고 계속 틀어도 싫지 않’은 찬호는

‘친형인틀 어찌 자기의 속마음을 이처럼 속속들이 딸 수 있으며 출장가선
아버지가 곁에 계신들 이처럼 졸음도 쫓아주고 문제풀이의 길도 알아 주
설수 있으랴며 김정일의 자상한 배려에 감격한다. 이러한 찬호의 마음은
‘참으로 지덕체의 빈 구석을 메꾸어 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 쓰사고

온 밤을 밝히신 원수남의 웅심 갚은 사량을 새기며 ‘자기에게 맡겨진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잘고 래일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개 즉 혁명전사로서 수령에게 어떤 자세로 헌선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
다

수령은 완전무결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수령의 행동과 말은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 인민들이 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은 수령이 절대적 권
력을 쥔 자로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들을 감화 · 감동시켜 자
발적으로 감응케 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과 수
령의 관계에선 갈등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의 인간학에서 윤리적 감응의
능력은 혁명적 인간이 되기 위한 조컨이다.17) 감응의 관계는 바람직한 모

범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그를 쫓고 성심을 다함으로써 또 감동을 주는 연
쇄적 관계로 확장된다. 이는 또한 수령에 대한 감응의 태도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혁명적 지조론의 태도로 이어진다

17)

선형기 · 오성호(2뼈)， 『북한문학^h ， pp.쟁4-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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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혁명적 가정’으로서의 김씨일가 형상

북한에서 김씨 가문 성원들을 형상하는 작업은 1때년대 말까지 몇 편
의 서정시가 창작되었을 뿐 별로 진전이 없다가 19ffl년대 말부터 김정일
이 본격적으로 문학예술부분을 조직， 영도하게 되면서 활발한 국면을 나

타냈다".(선우상열， 때12:1많)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 풍모를 형상화함에 있

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수령을 수령이게 한 요람， 즉 김일성 일가
의 혁명적 가정을 그려내는 것이다.

위대한 혁명적 가정은 보통가정과는 달리 혁명을 위해 모두가 떨쳐 나

선 가정이며 따라서 위대한 혁명적 가정에서의 호상관계는 단순한 혈연적
인 관계가 아니라 한뜻을 위해 싸우는 가장 참다운 혁명적 동지간의 관계
이다""

(...) 위대한 인간의 귀감으로서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핸 데서는 위

대한 혁명적 가정의 이러한 특정을 옳게 살려야 한다-.(선우상열

2002:200)

이러한 원칙 아래， 김일성 일가는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 동지적 관계를

지향하는 가정으로 묘사된다. 수령에 대한 존경은 그의 ‘위대한 혁명적
가정’을 우러르는 데로 확대되었다.

문학적 형상화의 대상으로는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 삼촌인 김형
권， 어머니인 강반석，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 있다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등은 혁명의 선구자로 김일성의 처이자 김정일의 생모

인 김정숙은 김일성과 더불어 혁명의 길을 걸은 조선 혁명의 ‘어머니’로
추앙된다.
(1)<t:선생님， 위험합니다. 총얄이 비 오듯 히는데 어디로 간다고 그러십니
까"7')>
사람들은 어머념의 암을 막아 나서며 간절히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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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애가 어떤 애에요?! 그 애를 잃구 내가 어떻게 앉아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소년의 손목을 이끌고 급히 씨움터를 빠져나오시였습
니다 골짜기에서는 일제놈들을 쳐부수는 유격대원틀의 총소리가 더욱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W국어 인민학교 2~ ， 51과 ‘아동단원을 구
하신 김정숙 어머님’)

(2) ~징탠님 1 위험합니다〉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원수님께 자리를

옮기실 것을 몇 번이고 말씀올리시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좀처럼 자리를 뜨려 하시지 않으시었
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시고 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는 아버지
원수님을 우러르며 다시금 굳게 다짐하시였습니다，
(장군남을 목숨바쳐 보위하리라D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 만세!~

아버지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시는 김정숙 어머님의 두 볼에
는 맑은 이슬이 흘러내렸습니다. (W국어 인민학교 2 국어~ 7과 ‘아버지

원수님을 보위하여’)

(3)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언픽에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꾼님
을 모시고 사랑하는 아드님이선 위대한 원수님과 함께 광복의 새봄을
맞으시는 항엘의 녀성영웅이선 김정숙 어머님 1

광복의 새봄을 위해 어머님께서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시면서 바

치선 심혈은 그 얼마이시며 그 길에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또
얼마이시랴!( ... )

웃단에 《사령관 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컵시다I~라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이 금문자로 빛나고 그 밑에는 반혁명분자인 염가놈의

죄행을 낱낱이 발가 놓으사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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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결허 싸우시는 어머님의 영상이 모셔져 있었다J ... )

참으로 위대한 징탠님에 대한 어머님의 충성심은 티없이 맑고 깨끗
한 것이였으며 그지없이 지극한 것이였다 (W국어 고등중학교 2~ 38파
‘영원한 충성의 해벌J)

(4) ~선생님， 그것만은 안됩니다!~
한 혁명기는 눈물이 그렁한 눈을 슴벅거리며 선생님의 앞을 막아섰
습니다

김형직 선생님께서는 그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시면서 이 약은
자신보다도 아이에게 더 잘 맞을 것이니 꼭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였
습니다.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는 이 불쌍한 어린이틀을 위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왜놈틀과 싸워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합니다.~(W국

어 인민학교 4~ 19과 ‘사랑의 약’)

(5)

~주체 6(1917)년 가을 악독한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가시던 검형직 선

생님께서는 호송 도중 비밀문건을 불태워버리라는 쪽지를 강반석 어머
님께 전하셨습니다.
검형직선생념의 쪽지를 받으신 강반석 어머님께서는 이 살림집 돌
기와 밑에 감춰둔 비밀문건을 꺼내시여 나어리신 대원수님과 함께 불

태워버리셨습니다.
뒤늦게 말을 타고 달려 든 일제 경찰놈들은 살기등등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비밀문건을 내놓으라고 야단법석이였습니다 이에 격분
하신 강반석 어머님께서는 〈자1 볼테면 봐라!>하고 웨치시며 일제경찰

놈의 더러운 낯짝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우리들은 강사선생님의 설명을 틀으며 조선국민회 회원들을 투쟁에

로 불러 일으키시는 검형직선생님의 열정에 찬 모습을 조용히 그려 보
았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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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선 검형직선생님의 뜨거운 숨결을 걸읍결읍 느끼며 봉화산을 내렸
습니다 우리틀은 차장 밖으로 멀어져가는 봉화리를 바라보면서 김형

직 선생님의 지원의 뜻을 가슴에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혁명전사로자라나리라곧개 마음다졌습니다. (~국어 고

등중학교 2~ 20과 ‘혁명의 높은 뜻을 새기며’)

(6) <(내가 보니 너는 이전보다 좀 달라졌다. 네가 쌀자루까지 지고 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 줄을 나는 몰랐다 앓고 있는 이 에미걱정 때문이

겠지.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만 하다만 그만한 것으토 위안을 받
을 내가 아니다. 부녀회를 늘이려고 무송에서랑 네 손목을 잡고 험한 령

을 넘어 다닐 때에 오늘 이런 위안이나 받자구 그랬겠느냐R 너에게는
더 큰일이 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보다 못한 처
지에 있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갈 길이

나 빨리 가거라.:;>(~국어 고등중학교 2~ 29과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

먼저 김정숙을 형상한 (1)， (2)， (3)를 보자. 김정숙은 북한에서 ‘불요불굴
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여성영웅’이라는 공식적인 규정을
받고 있다(선우장열 3에2:156)

(1) 에서 형상화된 김정숙은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어린 아이를
구해내는 인물이다. (2) 에서 김정숙은 김일성을 모시는 혁명전사의 자세
와 입장을 보여준다 위험에 처한 수령을 목숨 바쳐 보위하려는 자세， 아

버지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는 김정숙의 모습은 헌신성으로 김일
성을 보위하려는 진정한 혁명전사의 모습이다~ (3)은 김정숙 형상을 집약
하고 있다. 김정숙은 ‘항일무장투쟁에서 목숨을 내걸고 수령을 보위하는’
충직한 혁명전사아면서 ‘수령의 계승자’인 김정일과 함께 혁명전통을 이

끌어나가는인물이다.
(4) ， (5) 의 검형직은 항일투쟁의 선두에 선 위대한 혁병정신， 애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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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절불굴의 기상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김형직은 목숨을 다바쳐 조국

광복을 앞당긴 인물로서 고매한 혁명정선과 지도자적 덕성을 지니고 있
다. 김형직은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로
묘사되면서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길러내는 정신적인 토대가 되는
인물로 형싱화된다

(6)은 수령의 어머니인 강반석의 형상이다. 강반석은 모든 어려움 속에
서도 김임성을 키워내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김형직의 헥명활동을 적극적으로 내조한 혁명가의 아내이면서

동지이며 김일성을 인간적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강건한 수령으로 만틀
어낸 인물이다. 혁명을 위해 앞장서지만 병든 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에

고민하는 김일성의 모습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적 풍모의 높은 경지
를 보여준다. 그런데 어머니 강반석은 학명사업에 주춤한 김일성을 꾸짖
는다. 이는 자신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보다 혁명을 먼저 생각하는

강반석의 혁명정신과 숭고한 인품을 강조하는 효괴를 갖는다. 그런 이유
로， ‘그 때의 어머님의 모습은 어머니라기 보다도 스승에 가까운 모습’으

로， 즉 혁명의 내조자이자 정신적 스승으로 격상된다. 그리고 이것은 혁
명의 윤리도덕을 알려주는 바 진정한 혁명정신은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
서 인민과 조국에 대한 애정으로 무장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이 외에도

김일성의 둘째 삼촌인 김형권은 김일성의 혁명노선을 받들고 싸우는 형

상으로 등장한다: (~국어 인민학교4~ 28과 ‘파발리에 울린 총소리’)
이들 김씨 일가들은 혁명 전통의 지딘 가문의 얼원이면서 인간적 너그
러움과 용맹함， 혁명적 성품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겸비한 인물들

이다. 김일성의 일기들은 모두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서 수령을 받드는 부
하이며， 동지적 관계로 엮이어 있다. 실상 김정숙을 대상으로 한 예문에
서 김정숙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아끼지 않는 부하로 묘사됨으로써， 영원
한 수령인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린다 김정숙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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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을 아들 이전에 ‘경애하는 원수님’으로 칭송하고， 남편인 김일성을 무

한한 ‘충성심’으로 추앙한다. 흥띠로운 것은 이틀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태도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사들은 혁명의 선구자틀의 생각에 동조하
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흠모하기 때문에 따른다. 이와
더불어 주변인들은 철저히 인간적 한계를 지난 자듬이다 이틀의 인간적

한계가 부각될수록， 혁명적 션구자틀은 더욱 완전무결한 존재가 된다 위
의 예문에서 주변인들은 혁명의 선구자들이 행하려는 바를 한사코 말린
다. 이는 혁명의 선구자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는 것 18) 인 동시에，
더욱 근본적으로는 주변인틀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4 서사 채재에 반영된 교육 매용
복한의 국어교육에 있어 읽기， 쓰기 말하기는 국어 기능 교육의 내용
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이 세 영역은 검열성 혁명 사상파 당정책을

해설 선전하며 대중 션동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교양 과정으로서 의미
를 지닌다 19) 인민학교에서 서사 제재는 대개 읽기교재이며， 글짓기 교재

와 말하기 교재로 활용되는 경우는 아주 적다. (부록 참고)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서 읽기 교육의 교육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국어교수법~

1973

참고)

18) “수령을 형생}는 작품에서 측근인물의 형상은 그가 어떤 인물이든지 수령에 대한
충섣성이 성격의 핵으로 되어야 한다 김정일(lffi2)， ~주체문학론~， p.148.

19)

“국어 교수에서의 읽기， 쓰기， 말하기는 교재 내용을 파악하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

한 수단으로써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글읽는 법， 글쓰는 법， 말하는

법까지 가르쳐 그틀이 글을 잘 읽고 쓰며 말을 올비-로 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한 실
천적 기능을 굳건히 다져주는 파엽까지 해결한다."(r국어교수법~(교원대학용)， p.1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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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기능력

글을 읽고 옳게 리해하고 감상하며 분석평가할줄 아는 능력을 숙련
시킨다

@ 글자를 알고 바로 읽을 수 있게 숙련시킨다
@ 단어와 어구의 뜻을 글줄에서 리해하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문장의 뜻을 리해하며 표현틀을 깊이 새겨서 느낄 줄 아는 능력
을숙련시킨다

@ 글의 글뜻， 요지를 파악히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글의 주제와 새상을 분석파악할 줄 이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글의 사상정서와 정경이나 인간의 섬리가 그려져 있는 개소를 깊
이 감상， 음미하면서 사고와 정서를 발전시켜나가는 능력을 숙련
시킨다

@ 글토막과 글의 체계를 분석파악하며 필자의 사고와 시장정서， 론
리의 발전과정을 새기면셔 주제전개의 특성， 론리전개의 방식， 수

법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목적에 따라 읽기 방법을 옳게 리해할 줄 아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 개략적 뜻을 파악하면서 읽을 줄 알게 숙련시킨다.
@ 뜻을 깅이 새기며 사상 정서를 갚이 음미하면서 읽을 줄 알게 숙
련시킨다.

@ 더듬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읽으며 뜻을 리해하면서 빨리 읽게 숙
련시킨다.

@ 단어， 어구，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숙련을 준다
@ 내용에 맞게 억양， 어조， 속도， 쉬임을 지키며 살려 읽는 숙련을
준다.

@ 글의 종류적， 문체적 특성에 적응하게 살려 읽을 줄 아는 숙련을
준다.

@ 자립적으로 책을 통하여 지식을 넓혀 기는 능력을 숙련시킨다.

북한의 서사교육

413

위에서 살펴보듯이， 읽기 지도는 ‘글자 익히기’에서 ‘사상정서 함양’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중， 인민학교에 수
록된 서사 제재는 대개 본문에 대한 갚은 분석과 이해보다는 낭독법을 익

히고 발음법， 정서법， 올바른 철자법 등을 학습하기 위한 국어 지식 교재
로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부록 설습 항목을 참고하면 본문의

주제， λ1장， 종자 등 교재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고등중학교 2학년 이상에
서 행해진 것으로 추측된다-，20) 인민학교 교과서 중 본문 뒤에 첨부된 부

록에는 이어읽기와 끊어읽기 등의 낭독법， 본문내용과 관련된 속담 익히
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uo 인민학교 1학년용 국어교수참고서 ~(2聊)를 참

고하면， 읽기교재로 분류된 44과 ‘욕심많은 개’의 수엽 진행 계획은 다음
과같다.

첫째시간 첫읽기， 단어읽기， 쓰기， 문장읽기(햄부터 〈개가 있었던 것입
니다〉까지)

둘째시간 단어읽기， 쓰기， 문장읽기(마지막까지)
셋째시간 말뜻풀이와 내용익히기， 매운 글자 다지기
넷째 시간글씨 련습

이상의 차례와 교육 내용은 1학년 읽기 교재에 전반적으로 해당된다.

위의 교수안을 보면， 상당부분 읽기， 철자법， 정서법 등의 숙련에 할애하
고 있읍을 알 수 있다. 교재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셋째 시간의 한 부분으

로서만 취급될 뿐이다. 또한 읽기 역시 낭독법에 의거한 읽기가 아니라，

고기덩이(고걷땅이)， 달아 나다개다라나다개 등 올바른 발음법， 즉 올바
른 국어 지식 함양과 관련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1학년을 제외하고는

20)

~국어 고등중학교 2~ 의 19파 〈런습>

2.

다음 파에서 글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사실

을 먼저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사상은 마감에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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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학교 서사 제재 교육의 구체적인 실상을 알 수는 없으나부록]을

참고하면 인민학교 저학년에서는 문자 지도 및 국어 지식과 관련된 교육
을 위한 읽기 교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인민학교 3학년부터 말하기， 글

짓기 등 여타의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i1i년
개편 이후의 교과서에는 ‘련습’과 국어지식을 중섬으로 한 설명문(이른바
원리지식교재)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민학교의 말하기나 글짓

기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행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인민학
교 4학년 읽기 교재인 ‘따발총소년’의 본문 뒤에 삽입된 ‘문장 끝에서의
높낮이’리는 항목을 보면， 사상적인 읽기보다는 국어기능 흑은 국어지식
과 관련된 읽기를 행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말하기 교육은 읽기 교육과의 연관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말하기와 국어교육’(고희천 11문화어학습 1995.1~ :39-40) 에서는 말하기 교
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어교수에서는 국어교재에 의거하며 말과 글에 대한 지식교육
과 함께 말하기 교육도 병행한다. 말하기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보고

듣고， 읽은 것과 자신의 사상감정을 자기 말로 조리있게 례절이 바르고
류창하게 말할게끔 규범발읍과 바른 어조에 대한 기능을 배%봐며 숙련

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국어교수에서의 말하기는 교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말의 체계， 말에서의 감정 정서적 표현， 언어 례절까지를 구체적
으로 분석 평가해 주어야 한다

말하기는 읽기， 쓰기와 연관되는 바 읽기를 통해서 정확한 발음규범을
숙련하는 법을 교육해야 한다 쓰기와 연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

게 말허는 법을 학습해야 한다
이 글은 말하기의 교재 활용 방법을 @시} 교재로의 이끌기과정. 교재학
습에 필요한 예비지식(역사적 시대적 배경. 교재의 질문과 관련된 전문
줄거리， 작품의 창작경우， 주인공의 원형) 등에 대한 문답을 통해 학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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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음과 표현， 말의 차례와 감정정서를 분석 평가한다.(2) 교재의 기본

내용 밝혀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찌한 이야기인가의 대탑으로
교수가 진행됨 긴 이야기를 짧게 줄여 개괄하는 말하기， 어려운 단어에

대한 발음 훈련，@ 어휘 표현 풀이과정: 어려운 어휘표현과 말하기훈련

에 필요한 어휘표현들을 어휘표현풀이에 포함시켜 말하기지도를 할 것，

@ 내용 체계와 구성 가르기: 문단， 단락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말로 줄여
서 간단히 말하기 학습장에 쓴 내용체계의 순서를 바꾸어 말하기 등 교

재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학생자신이 발표하도록 함，@ 교재의 사상적
내용이나 인물 형상에 대한 분석과정: 문답을 통해 교재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는 과정이므로 학생들의 생각을 갚이있게 진행하면서 교재 전반이나

부분에 대한 느낌을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작품을 분석하고 감
상하는 능력을 카우도록 한다는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말하
기 교육은 교재 내용 파악과 빌접허 연관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21) 그러나

교재 가르치기를 끝낸 후에 련습과 섣습 수업에서의 말하기 지도는 교재

파악을 위한 말하기 지도와는 다르다. 련습과 설습 수엽의 말하기는 국어
기능숙련을 위한 것으로 련습(인민학교) 수엽에서는 교재의 부분을 자료

로 어음관계， 간단한 말하기 형태의 작엽을 진행하며 섣습(고동중학교)
수업에서는 전체 교재를 자료로 말하기 전반에 대한 기능 숙련 작업을 진
행한다.
인민학교 저학년에서는 읽기 교육이 많이 행해지는데 비해， 인민학교

고학년 및 고등중학교 수업에서는 글짓기 교육이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인민학교 저학년에 시제재의 비중이 높은 것과도 관련된
다. 즉， 새겨읽기， 끊어읽기， 높낮이에 맞춰 읽기 등 소위 사상 교양적 목
적을 둔 읽기 교육은 대개 시제재의 읽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소섣
21) 5단계인 인물이나 사상， 종자에 대한 분석은 고등중학교에서 주로 다루어 진 것으
로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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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은 서사 장르에서의 읽기는 일상적인 읽기이거나 본문의 주제를 담은

핵심 문장을 냥독하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학생들을 글의 내
용을 해석 평가하여 자율적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독자로 규정하는 것
이 아니라 읽기 제재가 담고 있는 정치 λ}상적 내용의 내면화를 강화하기
위해 읽기 교육을 실행하고 있디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쓰기

역시 글짓기와 관련된 내용은 그다지 눈에 띠지 않는다 쓰기 교육의 내
용은 교재 개편 이전의 ‘설명 교재’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도 상당히 원
론적인 수준의 글짓기 방법 절차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맞춤법 등 국어지식과 관련된 학습 요소이다. 이
것은 북한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의미 생산보디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국어교육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개인의 창조적 역량이 펼수적인 글짓기 교육이 고등중학교에 집
중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특징적인 교육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글짓기 교육 역시 창작자의 자유로운 글쓰기보다는 혁명과엽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목적의식적 글쓰기 태도를 견지한다는 특정을 지닌다.

@ 어떤 사람들은 글쓰는 것을 선비화하면서 열부 사람들의 타고난 재간으
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쓰기

에 대한 신비주의를 마스고 누구나 다 노력하여 어려 가지 글을 척척 쓸

수 있는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글쓰기를신비화하지 말데 대한위대한징L군님의 샤앙으

로 튼튼히 무장하고 대담하게 글을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 다음으로 글쓰기가 곧 자신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이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된다는 옳은 인식을 가지고 꾸
준히 학습하여야한다.

@ 글쓰기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그것은 글을 쓰는 과정에 위해한 수
령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폭넓고 갚이 있게 연구학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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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정치리론수전을 한 계단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글쓰는 과정에 글쓰기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섬화시켜 나
감으로써 그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글쓰기를 계획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소재와 내용을 각이한 글
형식으로 써보는 과정에 글을 엮어 나가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
에 글은 자주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는 글을 쓰는 것이 한갓 글쓰는 능력을 카우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
라 자기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여 자기가 맡은 혁명파업을 더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엽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에 힘을
넣어야한다.

@ 우리는 위대한 짐탄념의 말씀대로 글쓰기가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노력하면 된다는 신심파 배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달라
붙어 근기있게 진행함으로써 정치리론적자질과 다방면적인 지식， 높은
문필능력을 소유한 능력있는 일군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박영남글쓰기는 신비한 것이 아니다문화어학습』 때<2.l호:32-33 부분
발훼)

위 예문은 글쓰기(글짓기)의 의의(@，(7))와 글쓰기(글짓기)를 잘 하기

위한 태도 및 방법(앙@)을 제시하고 있다. 글쓰기(글짓기)의 의의 흑은
목적은 ‘정치이론수준을 높여 자신의 혁명과엽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
된다. 이러한 목적 아래， 글쓰기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 즉 글쓰는 것은 선비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
를 없애는 것이 된다나는 학생들의 글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J( 안선
일~문화어학습~ 1뺑년 1호:32-34)는 고등중학교 4학년의 국어문학 시간

에 행해진 벽소설 쓰기의 지도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국

어문학 교원인 지은이는 학생들의 쓰는 글의 종자{사상적， 생활적 딸맹
이)와 언어 표현， 사상의 갚이를 지도하여 벽소설 창작에 도움을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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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도 「일기쓰기를 통한 글짓기지도를 실속 있게 J( 김연화Ir문화

어학습」 때12.4:64) 에서는 일기지도를 위해 문학소조를 조직하고 방과 후
에 글쓰기지도에 애를 쓴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북한
의 글쓰기 교육의 현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소조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과 성구속담 그
리고 집μ중편소설들과 명작으로 평가된 시작품들에서 나오는 어휘와 표

현들을 어휘집에 적어 놓고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일기에서 자기 생활을 뜻이 갚으면서도 짧은 문장에 담도록 지도하였다.

@ 학교에서는 청년 동맹 및 소년단 조직과의 긴밀한 련계맡에 학교 속보
와 학급벽보들에 일기쓰기를 잘 하는 학생들을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모든 학생틀이 그틀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였다.

@ 이 과정에 문학소조원들뿐 아니라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글쓰기능력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벌어지

는 문학상쟁취운동에 적극참여할 수 있었다

@ 우리는 앞으로 달성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학생틀의 글짓기
능력을 높여주고 그들 모두를 강성대국건설에 쓸모 있는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데서 일기쓰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
법으로 폭넓고 갚이 있게 진행함으로써 후대교육교양에 적으나마 이바
지해 나가겠다

글쓰기(글짓기) 교육은 김일성 김정일의 명언을 학습하여 자신의 글에
넣도록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정서를 표현

하는 것보다는 혁명새상을 내면화히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런 의미에서 글쓰기(글짓기) 능력을 높인다슨 것은 곧 혁명사상을 체화하
여 강성대국 건설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 가장

사적인 형식인 일기쓰기가 군중적 운동의 치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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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한 글쓰기(글짓기) 교육이 개인의 창의성 계발과눈 맥을 달리한다는

것을의미한다.
이러한 글쓰기(글짓기) 교육은 국어문학에서 담당한다~국어』 시간에

는 ‘대화를 서술문으로 고쳐 쓰기’， ‘서정토로 대목을 더 갚이 묘사하기’，
‘작품의 주제를 갚이 있게 보태쓰기’ 등 글짓기에 필요한 기본 개념 흑은
본문의 사상， 주제 이해에 충실한 글쓰기를 학습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에 비해 ‘벽소설 쓰기’등의 설습은 국어 문학 시간에 행해진다. 가령~국

어문학 교수요강~ (1984-1985)은 이 과목에서 실습할 과제로 φ 말하기기

능 완성: 당정책해설， 토론， 웅변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2) 수기， 감상문， 기행문， 벽소설 등을 쓸 수
있는 글짓기 기초 기능을 완성한다를 제시한다. ‘국어문략을 통해 시행되
는 교육내용은 주제， 시상， 종자， 구성， 형상 등 북한 문예론의 기본 개념
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원문에 대한 자체 학습’을 기본으로 한

다. 그 외에도 국어문학 과목은 말하기와 글짓기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낌)

5 맺음얄
이 논문은 문학 교육 중 서사 제재를 포괄하는 교육을 살펴보려는 목
적을 전제로 하여 서사적 특성이 두르러진 소설(동화)， 이야기글， 전기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CD 교과서 수록 서

22)

벽소설， 동화， 동시 등에 대한 칭작지도는 『문화어학습』에 실려 있다. 가령， 1995년
3호(33-35)에는 〈아버지의 맹세문〉이라는 라만혁 창작의 벽소설과 이를 작품의 사
상(종자， 사상; 주제)과 소재， 인물설정， 갈등설정， 작품의 문체， 묘사 등 각 방면에
서 평가하고 지도한 글이 심려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학생인지는 불분명하나， 문

학작품에 대한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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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재의 내용적 특징 @ 서사 제재에 반영된 교육 내용 분석: 학습 요

소및 교육방법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교과서 수록 서사 제재의 내용적 특정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닝l는데 문학예술의 중요한 의의를 둔

김임성의 문예론을 계승하여 김정일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창조를 강

조한다. 여기서 ‘공산주의적 전형’은 사상 · 정신적으로 고상한 풍모를 지
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뜻하며， ‘주제형의 공산주의형’은 김일

성 · 김정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당정책에 충실한
공산주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을 예술적으로 뚜렷이 부각시키는
것이 전형 창조의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목숨을 걸고 김일성을 지킨 영
웅 김창결 (r 영웅아저씨」， 『인민 1-2.!l)이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아동단

원 태숙(r 파속의 비밀」， 『인민학교 국어 2.!l)， 일제에 의해 사형당하는 아홉

잘 혁명가 금순(r 금순이의 최후」， 『인민학교 국어 4.!l와 같은 인물은 “인민
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
는

“대중적영웅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인물 전형으로는

‘핍박 받는 민중’이 있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계급적， 민족적 억압 아래 핍박받는 민중으로 묘사
된다 지주에게 억압당하던 숙이가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벗어나지만

착취사회에서는 평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 김일성의 품에서 행복을 찾는

디는 내용인 「콩한말J (인민 2)이니; 비교적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최서해
의 작품(담요， 박돌의 죽음)， 나도향의 작품(행랑자식)의 인물들은 이러한
경향을 띤다. 그런데 최서해나 나도향의 작품처럼 이른바 주체문예론(문

학론)에 입각하여 쓰여지지 않은 작품에서 대립과 갈등은 집단적 · 계급
적인 성향을 띠기보다는 개인적인 울분을 표출하는 방식을 취하며 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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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으로 현설에 대해 체념하고 순응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주체

문예론(문학론)에 입각하여 창작된 서사제재에서 갈등은 계급문제를 동
반하며 인물은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한편， 수령 형상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최고 전형’으로 ‘수령
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 되는 형상이다
형상화의 대상으로서 ‘수령’은 일개인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전형으로1
정치성과 예술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히는 북한의 미적 관점이 반영된 인
물형상이다， 또한 가족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관계를 사회로 확대시킴으

로써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를 친멸한 사적인 관계로 유도하는 기능
을 드러내는데， ‘가부장적 존재로서의 수령형상’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 서사 제재에 반영된 교육 내용 분석
서사 제재는 대개 읽기 교재이며 글짓기 교재와 말하기 교재로 활용되

는 경우는 이주 적다. 읽기 지도는 ‘글자 익히기’에서 ‘새상정서 함양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중， 인민학교에 수
록된 서사 제재는 대개 본문에 대한 갚은 분석과 이해보디는 낭독법을 익

히고 발음법， 정서법， 올바른 철자볍 등을 학습하기 위한 국어 지식 교재
로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부록 실습 항목을 참고하면 본문의
주제， 사상， 종자 등 교재에 대한 문학적 분석과 이해는 고등중학교 2학년
이상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읽기 교육은 학생들을 글의 내용을 해석 평가하여 자율적 의미

를 구성하는 능동적 독자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읽기 제재
가 담고 있는 정치 사상적 내용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경향이 강하다

말하기 교육은 읽기 교육과의 연관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국어 교수에서는 국어 교재에 의거하며 말과 글에 대한 지식교육과 함께

말하기 교육도 병행하는데， 말하기는 교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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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말에서의 감정 정서적 표현 언어 례절까지를 구체적으로 분석 평
가한다.

읽기，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쓰기 역시 학생들의 능동적 의미 구성은 강
조되지 않는다 글짓기 교육 역시 창작자의 자유로운 글쓰기보다는 혁명

과엽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목적의식적 글쓰기 태도를 견지한다는 특정을
보인다.

[주제어] 북한의 문학 교육， 북한 서사 교육의 내용， 교육 방법론

참고문헌
『국어 인민학교 1~(때)3)， 인민학교 제 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새 평양
F국어 인민학교 2~(2002)， 인민학교 제 2학년용， 교육도서출판샤 평양
『국어 소학교 2~(2002)， 인민학교 제 2학년용， 교육도서출판샤 평양
『국어 인민학교 3~(2001)， 인민학교 제 3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국어 소학교 3~(때)2)， 인민학교 제 3학년용， 교육도서출판샤 평양

『국어 인민학교 4~(2001)， 인민학교 제 4학년용， 교육도서출판새 평양
『국어 고등중학교

b(991), 교육도서출판새 평양

『국어 고등중학교 2~(1991)， 교육도서출판샤 평양
『국어 고등중학교 2~(1997)， 교육도서출판새 평양

『국어 고등중학교 1~(2002)， 교육도서출판샤 평양
『국어 고등중학교 2~(2002)， 교육도서출판샤 평양
『국어 고등중학교 3~G9.:X))，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국어 고등중학교 3~(2002)， 교육도서출판샤 평양

『문학 고등중학교 4~(때12)， 교육도서출판샤 평양

북한의 서사교육

423

「국어문학 고등중학교 6~ (1989) ， 교육도서출판λt 평양
『교수요강 국어문학 고등중학교 4-6학년용~(1984)，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국어교수법~(1973) ， 교육도서출판샤 평양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J(1975)， 사회과학출판새 평양

김정일(1992)， ~주처l문학론~， 조선노동당출판사， 평양
석인해 ·김용은(1뼈)， ~문학교수볍~，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성 비준，

교육도서출판사
선우상열 (2α2)， ~광복후 북한 현대문학연구~， 도서출판 역락
선형기 • 오성호(2(xx))， ~북한문학사!， 평민
윤기덕 (1991)， ~수령형상문학~， 문에출판새 평양
전영션 (2α2)，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역락
이언제(1996)， r 북한의 국어파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한중모 • 정성무(1983) ，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사회과학 출판사

고희천말하기와 국어교육J ，문화어학습 1995.l~ :39-40
김연화일기쓰기를 통한 글짓기지도를 살속 있게」， 『문화어학습~2002.4호:64
박영남글쓰기는 신비한 것이 아니다」， 『문화어학습』때，2.1호:32-33

안선엘나는 학생들의 글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J ，문화어학습~ 19，:x)년
호:32-34

1

424

11

국어교육연구 제17집

Abstract

Narrative Education of North Korea

Kim, Yang hee

Thi s

res없rch p매er

stuclies in Nαth Korea’ s Iiterature education and substance

in narrative education of North Korea.
(1) A contents characteristic of narative in text book:

The protagonist in narrative

su비 ect

is ‘a revolutionist in chu-che ideology’.

They show hero that sacrifice oneself for Soo-Ryong and one’s native countrγ.
Contents in narrative su비 ect include class struggle and protagonist fight for the
prol，안ariat.

the characterization of
charac때zation

500-RyUf핑 portray，떠 111 않xtbooks

of North Korea. The

of Soo Ryung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theory of North

Kon얹n Iiterature. In

this Iiterature theory ‘Soo-Ryung’ characterize an excellent

model of Communist. In this sense, ‘Soo-Ryung characterization’ is basis of
‘α1u αle Iiterature

theory’

There are three ways in which Soo-Ryung is described in North Korean
text벼oks‘

first, Soo-Ryung as the omnipotent; Soo-Ryung describes the 페1미ghty.

seconcl, Soo Ryung as a father: Soo-Ryung describes kinclly father. and
•

Soo-Ryung as a mutual supporter with people.:
t비rd， r잉m’ s

Family as a

Soo-Ryung and reader of

revolutionarγ

pioneer.: They are

gωd

follower of

뻐ple.

Through this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the

peculiariη

of the Iiterature of

북한의 서사교육

North

KOfi없 따

integrated

on

recog빼ng

the

aesth앉ic

425

and the political aspects in an

w매·

(2) Instruction

meth띠ology

of narrative subject:

“Reading" is important matter in North KOfi얹’ s narrative su비 ect education.
“Reading Ïnstruction" covers all Korean education fields from ‘leam letter' to
‘c버tivate α따 α?e ide이O밍7’

narrative subject in people' s school textbook are used

more of a teaching material for

1많rning

pronounciation and orthography than

material analysis on contents. A literary apprehension to textbook are practiced
grade over high school
speaking education are

rela때

to reading edaucation. speaking education are

composed of apprehension to textbook and speech

sys않m

and speech emotion,

speech manner. And writing education shows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literature that stress on ideological

as야;ct

rather than liberal writing that give

pnonty to pnvate person.
[Key Wordsl North Korea’ s literature education, substance in narrative education
of North Korea, Instruction methodology of narrative

su비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