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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북한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과적인 실시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전 사회적

으로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

고 있는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은 북한교육 전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쳐 향후 북한

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모범교육군(시, 구역)칭호쟁취운동’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교육부문 대중운동은 

교육조건과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와 개선을 시도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 교육의 양적‧질적 성장과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져 교육의 불균등화

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불균형을 정부가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할 

경우 인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교육 사업에 대한 운영과 책임이 상당 부분 지방과 각급 교육기관으로 이관

되면서 향후 교육부문에 있어서 국가와 당 이외의 교육주체들이 가지는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 앞으로 국가와 당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서비

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이

전보다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교육

의 지방분권화와 사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여건의 조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주제어 : 대중운동,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 모범교육군 칭호 

쟁취운동.

＊ 이 논문은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학 세계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

한 것이다. 귀한 논평을 해주신 학술회의 토론자와 익명의 논문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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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북한 사회의 여러 변화들 중에서 그 추이와 

양상이 가장 가시적으로 감지되는 분야가 바로 교육부문에서의 변화이

다. 북한은 2012년 9월 2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

서 결정된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통하여 

학제개편을 단행했다. 1975년 이래 북한의 기본 학제였던 유치원 1년, 소

학교 4년, 중학교 6년의 11년제 의무교육제도가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의 12년제 의무교육제도로 변경된 것이

다. 새로운 학제는 2013년부터 중학교를 두 단계로 분리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새 교과서의 편찬 작업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학교의 연한 확

대는 2014-2015학년도부터 추진하여 2~3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북한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를 “단순히 학제를 1년 늘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문에서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중등일반교육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사변”1)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학제개편이 의무교육 기간을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의 이면에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계승자로

서 의무교육제도 확대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1) 로동신문, 2014.4.2.

 2) 김지수,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 제23권 3호 (2013),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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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0년대 경제난 이후 현저하게 저하된 교육 수준을 높이고 학교교

육을 정상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전반적 12년제 의

무교육’이 북한의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새로

운 학제와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육시설,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육기자재 등의 제반 여건이 필수적으로 마련되

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경제 여건으로는 국가 예산만으로 필요한 인

력과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

업이 ‘전국가적·전인민적·전사회적인 사업'임을 강조함으로써 재원 조

달의 부담을 인민대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 동원과 인민대중의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해방 이후 북한

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요긴하게 사용된 사업방식이다. 김정은 정권 역

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과적인 실시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양

적·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는 한편, 전 사회적으로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에서 대중운동은 당의 정책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개조

와 집단적 혁신을 바탕으로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벌이는 

전 인민적 운동을 의미한다. 대중의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전 사회적인 

교육중시열풍의 확산과 교육부문에 대한 후원사업의 강화는 “교육을 중

시하고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라

를 발전시키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원칙”이라는 김

정일의 말과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

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

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지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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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대중운동을 통해 교육부문의 양적 발전을 이룩했던 김일

성 시대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김정은 정권의 순항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국정과제인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

들에서 대중운동은 당면한 국가적 과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북한 역시 김일성

과 김정일 시대에 대중운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확대하거나 후계체제를 

확립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대중운동도 그 과정과 결과 모

두 김정은의 리더십 구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교육사업을 “나

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강조함으로써 

교육부문에 대한 인민대중들의 참여와 희생을 애국심으로 연결시켜 체

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은 또한 국가

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교육사업을 인민대중의 힘으로 함께 완수하는 과

정에서 북한 사회가 강조하는 집단주의 정신을 고취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는 사회”의 구현과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신문, 교원선전수첩, 인민교육, 고등

교육, 철학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등 북한의 공간(公刊)문헌을 

중심으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최근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

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교

육의 특징과 변화 양상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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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의 대중운동

1. 대중운동의 성격과 역할

북한은 대중운동을 “당의 일정한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높이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집단적 투쟁과 집

단적 혁신에로 대중을 추동하도록 벌리는 사회적 운동”3)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중운동을 활용해 왔다. 김정은 역시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 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

동시키는데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투쟁은 광범한 인

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대중적 투쟁”4)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대중운동이 북한만의 독특한 사업방식은 아니다. 북한뿐만 아니

라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한된 자원과 노동력을 총

동원하고 인민대중을 경제건설 및 사회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운동을 통한 전 사회적 동원 전략을 구사했다. 사

회주의 국가에서의 대중운동의 원형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Stakhanovite 

Movement)’5)에서 찾을 수 있다. 소련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대중운동은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408.

 4) 고금녀, “대중을 알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능력은 일군들의 중요한 

사업능력,” 철학연구, 주체104(2015)년 제2호 (2015), p. 19.

 5) ‘스타하노프운동’은 노동방법 개선이나 기술혁신으로 노동자가 작업량을 초과 

완수할 경우 물질적 포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스타하노프운동’

은 1935년 8월 31일 광부였던 알렉세이 스타하노프(Alexei Stakhanov)가 새 기

술을 이용하여 경이적인 생산성 증가를 달성한데서 유래했다. 이에 전국적으

로 ‘그에게 배우라’는 운동이 전개되며, 높은 기록을 달성한 노동자에게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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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 마오쩌둥의 ‘군중노선’ 사상이 더해지면서 보다 체계화되었

다. 마오쩌둥은 “대중의 지식이나 경험은 가장 풍부하고 가장 실제적이

며, 대중의 창조력은 가장 위대한 것 … 올바른 지도는 대중으로부터 대

중 속으로 행해져야만 한다.”면서 군중노선에서 자발성에 기초한 대중들

의 혁명의식을 중시한다.6)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의 대중운동을 살펴보면, 대중의 자발성보다는 

당 정책에 따른 상부의 지령이 하향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대중운

동에 대한 당의 조직 및 선동이 중시되며 이는 당 주도의 ‘군중노선’에 

의해 수행된다.7) 이에 김일성은 ‘군중노선’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으

로 설명하며 당적 지도를 앞세운다.8) 김일성은 혁명의식이 당 간부에 의

해 구체화되어 대중에게 전파된다고 본 것이다.

대중운동에 대한 김일성의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북한의 대중운동은 

‘혁명적 군중노선’ 기초하여 구현된다. ‘혁명적 군중노선’은 군중노선과 

계급노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급노선이란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의 계급적 립장을 확고히 고수해 나가기 위한 로선”

하노프노동자’라는 호칭과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정 정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하노프운동’은 생산현장에서의 갈등과 생

산품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여 1930년대 말에 중단되었다(송준서, 

“전후 스탈린 시기 사회주의적 경쟁의 퇴조와 ‘대협약’의 성립, 1944-1953,” 슬
라브학보, 제24권 1호 (2009), pp. 213~218.

 6)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위원회 편집위 엮음, 모택동선집 2권 (서울: 전인, 1990), 

p. 115.

 7)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발전위기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2011), p. 253.

 8) 양형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 선

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1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72),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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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고, 군중노선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 속

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며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

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로

선”으로 정의된다.9)

북한이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하고 그들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 사업방법”이라고 강조하는 대

중운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대중들의 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바람과는 달리 전체 인

민대중이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혁명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이에 북한에서는 대중운동에서 대중들의 ‘참여’뿐 

아니라 대중에 대한 ‘지도’와 ‘경쟁’ 또한 강조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당

과 국가는 대중적 운동을 옳게 조직지도해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10)” 있기 때문에 대중을 중심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당적 지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

도'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해설

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

을 짜고들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주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진행하는 당조직들의 지도를 말한

다. 당적지도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열의와 지혜를 전면적으로 발양

시켜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며 모든 사업에서 당적요구를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힘있는 지도방법이다.”11)

 9)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 (2003), 

p. 123.
10)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평양: 과

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181.
11) 위의 책, pp. 4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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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정일은 “대중을 알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능력”을 일

군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 능력으로 강조하였고, 김정은 역시 일군들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

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12)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맨 앞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웨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몸

을 서슴없이” 바쳐야 대중도 “일군들의 이신작칙과 실천적모범에서 커다

란 감동을 받게 되며 그들의 뒤를 따라 무비의 정신력으로” 따를 것이라

고 역설한다.13) 대중운동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 또한 강조되고 있는 ‘사

회주의경쟁’에 대한 북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경쟁은 광범한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중요한 수단일뿐아니라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

가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 사회주의경쟁은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높

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을 더 빨리, 더 많이 해제끼기 위해 더욱 분발하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

키는 훌륭한 방도로 된다.”14)

또한, “집단주의리념이 구현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쟁이 서로 상대

방을 도와주고 이끌어나가는 동지적협조와 방조의 원칙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혁신운동, 집단적 군중적운동의 형태로 진행”15)되기 때문에 ‘사회

12) 교육신문, 2015.1.1.
13) 리승일, “일군들이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척후병이 되는것은 주체혁명위업계승

의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중요요구,” 정치법률연구, 주체

103(2014)년 제2호 (2014), p. 26.
14) 김영흥,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필수

적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철학, 경제학, 제58권 1호 (2012), p. 79.
15) 전영명, “사회주의경쟁의 본질적특징과 그 기초,”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철학,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 ❙ 87

주의경쟁’을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운동과 접히 결부하여 진행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주의경쟁’은 “앞선 단위는 뒤떨어진 단위를 

이끌어주고 뒤떨어진 단위는 앞선 단위를 따라잡으면서 다같이 전진해

나가는 집단주의적요구를 구현한 대중적혁신운동”이므로,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단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

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집단적혁신을 일으켜야”16) 한다고 부연

한다.

북한은 해방 이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1946년)’을 시작으로 1950년대

의 ‘천리마운동’과 197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3대혁

명붉은기쟁취운동’, 최근의 각종 ‘모범단위’ 칭호 쟁취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중운동을 통해 국가를 건설해 왔고, 여러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들에 대처해 왔다. 대중운동의 효과에 대한 북한의 신뢰는 다

음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리던 시기의 애국적증산투쟁이나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시기의 생산과 건설에서의 비약적인 혁신,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사상, 기술, 문화혁명에서의 빛나

는 성과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기적과 혁

신은 대중운동이야말로 광범한 대중을 집단적혁신에로 적극 추동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 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방법이라는것

을 확증해 주고 있다.”17)

경제학, 제56권 3호 (2010), p. 93.
16) 김영흥,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필수

적요구,” p. 80.
17) 박춘심, “대중운동은 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혁

명적사업방법,” 철학연구, 주체91(2002)년 제3호 (2002),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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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고비마다 대중운동 방식을 활용하여 얻은 

그간의 성과들은 김정은 정권이 여전히 대중운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이다.

2. 교육부문 대중운동의 경험

해방 당시 북한의 교육여건은 다른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열악

했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영향으로 해방 직전인 1944년, 북한 지

역의 초등학교 수는 1,372개교이고, 학생 수는 약 87만 8천명이었다. 중

학교의 경우, 1944년에 50개교에서 불과 1만 7천여 명의 학생만이 수학

하고 있었고, 230만 명의 북한 성인들이 문맹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북한은 불과 몇 년 만에 

학교의 팽창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1946년에 인

민학교 수는 2,482개교, 학생 수는 약 118만여 명에 이르게 되고, 중학교

의 경우 217개교에서 7만여 명이 수학하게 된다. 해방 이후 불과 1년 만

에 식민지 35년간 지난한 투쟁을 통해 확보한 학교 수와 거의 비슷한 수

의 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학교교육의 급속한 팽창은 계속 이어져 1949

년 북한의 인민학교 취학률은 95%로, 거의 완전 취학에 도달하였다. 

1949년에 이르러 인민학교 수는 1944년에 비해 3배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20배 성장하게 된다.18)

이 같은 성과는 교육에 대한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각고

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북한은 교육 부문

의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지출하였다. 1946년 

임시인민위원회의 총 예산 중 약 10.6%가, 1947년의 경우에는 총 예산의 

18) 이향규·김기석, 북한사회주의 형성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9), pp.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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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3%, 1948년에는 총 예산의 14.1%가 교육비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이 경비로는 교원들 월급을 지불하고 행정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나

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 새로 학교를 짓고 기존의 노후한 학교를 수리

하기 위해서는 추가자금이 필요했다. 이에 인민위원회는 국가예산만으

로는 부족한 교육시설 신증축 비용을 인민동원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당은 학교 신증축에 인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였

고, 성금 및 성미운동을 벌여 나갔다.19)

인민들은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기술있는 사

람은 기술로” 이바지하자는 당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성금 및 

성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땔감을 제공하고 

부서진 교구 및 건물을 수리하는 등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

로 노력하였다. 이렇게 정부의 교육예산과 정책적 노력에 인민들의 기부

금과 지발적인 노력동원이 더해져 해방 후 짧은 기간 동안 보통교육의 

급속한 확대를 이루었다.20) 당시의 상황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기

록하고 있다.

“온 나라의 인민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높은 뜻과 당과 국가의 고마운 시책에 끝없이 감동되여 학교건설

을 위한 사회적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였다. 로동자, 농민, 기업가, 상

인, 가정부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은 ≪우리 지방의 학교를 우리의 힘으로 건

설하자!≫라는 구호밑에 학교건설에 로력과 자재, 애국미와 희사금을 아낌없

이 바쳤다.”21)

19)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3), p. 140.
20) 이향규, “학교교육의 팽창과 교육개혁,” 북한 교육 60년 : 형성과 발전, 전망

(서울: 교육과학사, 2010), p. 111.
21) 김창호, 조선교육사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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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방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룩한 북한교육의 놀라운 팽창

과 발전은 주민들의 기부와 노력동원에 의해 가능한 성과였다. 전 사회

적, 전 인민적 대중운동을 통해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교육부문의 당

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후에도 계속 활용되어 1960년대의 ‘천리마

학교칭호쟁취운동’으로 계승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과 결합하여 교육부문에서의 일상적인 대중운동의 형태로 자

리를 잡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문에서 대중운동이 진행된 

모습과 성과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전국의 보통교육부문에서는 대중운동의 혁신적불길이 세

차게 타번져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주체72(1983)년부터 현재까지 

1200여개의 학교들에서 영예의 붉은기학교 칭호를 쟁취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세심한 관심속에 영예의 붉은기

학교, 영예의 붉은기초급단체, 영예의 붉은기분단쟁취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학생들의 학습과 조직생활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22)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대학을 더 높이, 더 빨리 전진시키는 

추동력으로 힘있게 타번지게 되였다. … 이 과정에 모든 교원들이 정치사상

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도덕문화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선군시대 교육자로

서의 자질과 품격을 원만히 갖추게 되였다. 대학의 교수교양사업, 과학연구

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전반적인 사업이 굴지의 대학수준에 올라서고있

는 자랑찬 현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대중운동의 불길

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성과는 날을 따라 확대된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

여주고 있다.”23)

22) 교육신문, 2012.6.28.
23) 리창수,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재차게 지펴올려,” 고등교육, 주체101(2012)

년 제6호 (2012),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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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한은 매년 3월과 10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정하여 학교 인근

의 기관, 단체, 기업소, 농장 등이 학교 지원사업을 벌이도록 하고,24) 

“도·시·군 행정기관들을 중심으로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 등을 실

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육부문에 대한 대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Ⅲ. 김정은 시대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

1. 교육부문 대중운동의 배경과 목표

김정은 정권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교육부문에 대한 관심과 발전적 변

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수준이다. 집권 이후 1년

도 채 지나지 않은 2012년 9월 25일에 두 번째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

서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제정하여 발표함

으로써 학제개편을 단행하였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을 개

정하는 등 교육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4년 9월 5

일, 10년 만에 열린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는 김정은의 담화문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발표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후, 

실제로 2013년 교육부문에 전년 대비 106.8%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평양

24)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

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4호 (2007), pp.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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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은하과학자거리를 건설하였다. 2014년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 

살림집 500세대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육자 살림집을 건설하는 등 교

육부문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실시를 중심

으로 한 교육 부문의 전반적인 개혁과 수준 제고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인식하고 우선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 지원과 투자만으로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의 성공적인 완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북한은 부족한 재

정과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 줄곧 활용해온 방식대로 대중운

동을 통한 사회적 동원과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문에 대

한 대중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가 전 국가

적, 전 인민적, 전 사회적인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및 지방 말단조직

을 망라한 사회의 모든 단위에서의 물적·인적 동원을 강도 높게 요구하

고 있다.

북한이 교육부문 대중운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

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

고,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세계적 수준으

로 끌어올림으로써 “지식경제시대에 걸맞는 실천형 인재를 육성”하는 한

편, 더 나아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

이 되는 것”이다. 이는 2012년에 제정한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2014년에 발표한 김정은의 담화문 “새 세기 교육혁명

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

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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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실들을 빠른 기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하는 사업을 주

체106(2017)년 새 학년도 전으로 끝내며 살림집지구건설에서 학교건설

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한다.

4)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구비품과 학용품, 교육

실습용설비와 실험기구,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공급한다.

5) 교육도서를 인쇄하는 공장들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종이를 비롯

한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

한 교종별교과서, 참고서들을 원만히 보장한다.

7) 교원들과 교육과학연구부문 연구사들이 안착되여 일할수 있도록 생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한다.25)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설

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을 현대화하며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

실로 전환하고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과정을 정보화하여야 합니다. … 당면

하여 부족되는 학교와 교실, 기숙사들을 빨리 건설하고 낡은 교사들을 보수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학용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교복을 교종별, 남녀별특성

과 계절에 맞게 잘 해입혀 우리 학생들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야 합니다. 

…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6)

뿐만 아니라 전 인민적, 전 사회적 교육지원 운동을 통해 1990년대 경

제난 이후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었던 개별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부담이 지방 당과 후원단체, 교육일군 등에 분산됨으로써 학부모들

의 짐이 상대적으로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

에 대하여’,” 교육신문, 2012.10.4.
2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

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였다,” 고등교육, 주체103(2014)년 제5호 (2014),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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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게 되면 최

근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높아진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와 학교교

육에 대한 기대치를 국가가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국가가 제공하

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의 높

아진 만족도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은 정권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공적인 실

시와 학교교육의 정상화‧세계화를 위해 집권 직후부터 교육 사업에 집중

하는 한편, 교육부문에 대한 대중운동을 강도 높게 독려하고 있다.

2. 교육부문 대중운동의 전개 형태

1) 전 사회적 교육 중시 기풍의 확립

북한은 전 사회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을 독려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2년

에 제정한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통해 교

육 사업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

나”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를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전 사회

적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 사업을 다른 모든 사

업에 우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에 발표한 김정은의 담화문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도 교육 사업이 “나라

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므로 “모든 부문, 모

든 단위에서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

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기 위한 원칙이자 방법으

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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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관점을 가지

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 ②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사

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후대교육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과 학교들의 물질적토

대를 현대적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회적지원운동을 널리 벌리며 모든 공

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후원단체가 되여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물질

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 당조직들은 온 사회에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각급 학교후원단체들이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당적으로 적극 어주어야 

한다.”27)

북한이 이와 같은 전 사회적인 교육 중시 기풍의 확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다. 국가예산만으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시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개혁 전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운

동을 통한 교육지원의 확보야말로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

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정은은 2014년의 담화문 ≪새 세기 교

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통해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

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대중동원과 사회적 지원에 의존하여 교육 예산을 충당하는 사업

방식은 북한이 해방 이후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전통적인 문제해결 방식

이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교육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온 사회가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8)고 강조

27) 박련주, “교육을 중시하고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나라를 발전시키는데서 일관

하게 견지할 전략적원칙,” 인민교육, 주체103(2014)년 제2호 (2014), pp. 20~21.
28) 김철수,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 교원선전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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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고, 김정일 역시 “학교를 도와주는것은 후대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옳은 인식을 가지고 학교들에 대

한 사회적지원을 강화”29)할 것을 역설하였다.

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2007년에 개정된 교육법 

제44조(교육기관에 대한 후원)의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교육기관의 물

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후원사업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할

수 있다. 후원사업을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을 물

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를 통해서 이미 마련

되었다. 또한 2011년에 채택된 보통교육법 제50조(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의 강화)의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중

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보통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를 통해서도 전 사회적인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호소하는 최근 교육신문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날이 감에 따라 교육의 물질적수요는 더욱 방대해지고있다. 이것을 원만

히 충족시키자면 국가적투자를 늘이는것과 함께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것

이 중요하다. … 내가 공부하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있으며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배움의 보금자리인 학교를 누구든 외면할 수가 없다. … 그 무엇이 

차고넘쳐서, 뭐가 다 넉넉하여서 학교지원을 하는것이 아니다. 고생은 내가, 

행복은 후대들에게라는 관점만 있으면 된다. … 학교지원,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사업이다. 학교지원, 바로 

이것이 인재강국의 래일을 앞당겨가는 일이며 애국사업이다.”30)

주체104(2015)년 제1호 (2015), p. 41.
29) 한형권, “학교를 도와주는 사업은 후대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애국사업,” 철학연구, 주체102(2013)년 제2호 (2013), p. 46.
30) 교육신문, 2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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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학부형이 된 심정으로 사회의 모든 단위가 후원단체가 되어 교

육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전 국

가적·전 인민적·전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인민대중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

는 한편, 집단주의 가치의 확산 또한 도모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모범교육군(시, 구역) 칭호 쟁취운동

최근 북한은 기존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의 붉은기학교칭호

쟁취운동’ 대신 ‘모범교육군(시, 구역)칭호쟁취운동’을 교육부문의 대표적

인 대중운동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12년의 법령의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들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모범교

육군(시, 구역)칭호쟁취운동과 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와 2014년 담화

문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당적과업으로 틀

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은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대중노력경쟁운동으로서 김일성이 발기하여 1962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제정됐으며 실제로는 1982년경부터 

칭호가 수여되기 시작한 교육부문의 가장 대표적이고 집약적인 대중운

동으로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은 당의 교육정책관철에서 집단적혁신과 모범을 

창조하여 교육사업을 더 높은 질적수준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이다.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의 성과여부는 시(구역), 군책임일군

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31)

31) 교육신문, 20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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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교육 관련 공간(公刊) 문헌에는 ‘모범교육군(시, 구역)칭

호’를 쟁취하기 위해 군, 시, 구역 단위별로 지방 당 일군, 교육일군 및 

학교 교원, 학부모와 지역의 후원단체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심하

여 노력하는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다.

“… 상원군에서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 현

재까지 군에서 배출된 10월8일 모범교수자,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과 새

교수방법등록소유자는 수백명에 이르고있으며 대학과 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수도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맡

은 학교들에 정상적으로 나가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대책하고 교원들의 열의

를 높여주고 있으며 3, 10월 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모든 기관, 기업소, 공장

과 농장들에서 학교들을 힘있게 도와주도록 하고있다. … 학교를 물질적으

로, 로력적으로 적극 돕는 사회적기풍이 군안에 차고넘치고있다.”32)

“… 함흥시 흥남구역에서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있다. 우선 교육환경과 교육조건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과 사회적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책임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담당한 학교들의 면모를 일신

시켜나가고있으며 교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마음을 쓰고있다.”33)

‘모범교육군(시, 구역)칭호’의 수여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

으나, 이를 위해 노력하는 단위들 또는 성공한 단위들을 소개하는 내용

을 통해 우수한 교육조건과 환경, 교육시설의 정보화 및 현대화, 학생과 

교원의 높은 자질, 해당 지역 당 조직과 일군들의 사업능력, 후원단체들

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두루 갖추어져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2012년 4

32)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 상원군에서,” 교육신문, 2012.5.10.
33) “모범교육구역이 되기 위하여 - 함흥시 흥남구역에서,” 교육신문,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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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받은 승호군의 사례를 통해 ‘모범교육군(시, 

구역)칭호’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조건들을 충

족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군안의 모든 학교들에서 백두산3대장군위대성교양실을 더 잘 꾸린것을 

비롯하여 훌륭히 꾸린 교양거점을 통한 교양, 학과목교수를 통한 정치사상

교육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으며 …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

고 주체99(2010)년 상급학교입학비률에서 도적으로 1등을 한것을 비롯하여 

군의 자랑인 수영교육에서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전국알아맞추기경연, 전

국미술축전, 전국적인 독창, 독주경연 등에서 1등을 포함한 높은 순위권에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모든 학교와 유치원들을 증축 및 개건보수하

여 안팎으로 멋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새 세대들에게 보다 훌륭한 

교육조건을 보장해주게 되고 교원존중, 후대사랑의 좋은 사회적기풍 속에 

… 발이 닳도록 뛰고뛰는 일군들의 모습이 또한 군을 찾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34)

이를 통해 최근 북한의 각 교육주체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목표를 유추

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지덕체를 겸비

한 혁명의 계승자”, 보다 구체적으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

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 능력, 고상한 도덕풍모와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35)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원들에게는 “교육사업이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야”36) 하며,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원의 자질이 곧 학생들의 실력임을 강조하

34) 교육신문, 2012.6.21.
35) 교육신문, 2016.3.3.
36) 교육신문,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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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교육실무적 자질과 교수방법적 자질을 높이고, “전공과목 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면서 린접과목들은 물론 콤퓨터와 외국어학습을 강화하

여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고 그것을 교육실천에 구현해”37) 나갈 것을 기

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조직과 교육일군들에게는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사업에 대한 도, 시, 군 

당위원회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 군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당이 지펴 올린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틀어쥐고 힘있게 내 어 그

것이 대중적운동으로 세차게 벌어지도록”38) 해야 한다. 특히 “학교지원

사업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하며, 일군들은 “조직사업

만 할 것이 아니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야”39)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교육부문에 대한 이와 같이 난이도가 높고 집약적인 대중

운동을 강도 높게 독려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핵심 국정 과제인 ‘전반

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육의 전반적인 질 제고를 조속하고 성

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사회적, 전 인민적 동원을 강화하고 있다.

Ⅳ. 결론

해방 이후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웠던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도 북한 당국은 교육부문에 정부 예산의 10~15%를 지출하며 교육을 정

37) 교육신문, 2016.1.28.
38) 김태일,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발전의 결정

적담보,” 인민교육, 주체104(2015)년 제3호 (2015), pp. 18~20.
39) 교육신문, 2014.10.9.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 ❙ 101

상화하기 위해 진력하였다. 이와 같은 당국의 노력에 많은 인민들이 대

중운동의 방식으로 동참하여 힘을 보탰고, 그 결과 북한은 빠른 속도로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인민들

은 대중운동에 참여하면서 또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북한 당국이 원하는 공산주의적 가치들에 익숙해지는 한편, “조국과 인

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었

다.

북한의 교육이 해방 이후 양적·질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

던 교육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과 정책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도 다시 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2014년 8월에 발표한 

담화문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

으로 빛내이자≫를 통해서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자면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하며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

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

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들을” 키워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김정은의 이와 같은 관심과 강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교육부문의 정상화와 전반적인 재정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사회 전반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

주의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2014년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북한 교육 전반의 질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2 ❙ 통일과평화(8집 1호·2016)

이처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로 대표되는 최근 북한이 추진

하고 일련의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는 김정은 정권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교육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정권의 정당성

과 인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인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제 개편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개혁

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더욱 증대되고 향

후 국정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전반

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공적인 실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 전

반의 수준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

편, 교육부문에 대한 대중운동을 독려함으로써 전 인민적인 참여와 전 

사회적인 지원을 추동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학제개편과 교육개혁의 성패 여부를 떠나서 현

재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

은 북한교육 전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쳐 향후 북한교육의 변화와 발

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모범교육군(시, 구역)칭호쟁취운동’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교육

부문 대중운동은 결과적으로 북한 교육의 양적·질적 성장과 학교교육

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모범교육군(시, 구역)칭호’의 쟁

취 여부와 상관없이 ‘모범칭호’ 쟁취를 목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교육 여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김정은은 교육부문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교육조건과 환

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

하고 그 수준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일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

를 위해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

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는 교수과정과 교수수단, 수법들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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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발전시키며 여러 가지 교수형태들을 잘 결합”40)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더 나아가 평가방법 또한 “원리적인 인식정형과 그 응용능력을 

위주로 실력을 검열하는 방향”41)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 자질 향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변화와 개선의 시도는 교육부

문 전반의 정상화와 질적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이 과정에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져 교육의 불균등

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평양을 포함한 대도시의 학교는 유력한 학

부모들과 후원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

지만 지방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유지 및 보수조차 쉽지 않은 실

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불균형을 정부가 제대로 해소해주

지 못할 경우 인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교육 사업에 대한 운영과 책임이 국가와 중앙 당에서 지방으

로 이관되면서 향후 교육부문에 있어서 국가와 당 이외의 교육주체들이 

가지는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학제개편과 교육개혁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재원을 각 지역별, 학교별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실제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들의 권한과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가와 당

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이전보다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권한과 영향력이 

조금씩 커진다면 북한 교육에 사적 영역과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

40) 리명숙,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것은 새 세기 교육혁명에서 나서는 중요

한 과업”, 교원선전수첩, 주체104(2015)년 제1호 (2015), pp. 36~38.
41) 한명선,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 고등교육, 주체104(2015)년 제2호 (2015),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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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북한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강화됨으로써 국가와 

당이 교육사업 전반을 계속해서 직접 지도 및 관리하는 가운데 각 지역

별, 교육주체별로 책임져야 할 경제적 부담과 요구되는 역할만 가중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지덕체

를 겸비한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이 상당 기

간 지속될 것임을 가정해 볼 때, 그리고 “교육기관들과 지방의 자립성과 

책임성을 높여”42) 나가야 한다는 최근 북한 교육계 내부의 요구를 감안

해 볼 때, 향후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북한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교육부

문에서의 사적 자율성의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 접수: 2016년 5월 6일 / 심사: 2016년 5월 11일 / 게재확정: 2016년 5월 24일

42) 리명숙,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것은 새 세기 교육혁명에서 나서는 중요

한 과업,”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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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Movement in Education under Regime of Jong Un Kim in 

North Korea

Cha, Seungjoo (Institute of Peace-Sharing)

 

Abstract

Recently, North Korea is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of emphasizing 

educatio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normalization and quantitative·qualitative 

improvement of school education while socially encouraging mass movement 

in education. The mass movement in education implemented extensively in 

all parts of North Korea would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the overall 

education to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of future change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in North Korea.

First, the movement in education, which is represented by ‘Achieving the 

Exemplary Education District Title Movement’, w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quantitative·qualitative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to a certain degree.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worsened inequality in education due to the enlarged education gaps among 

regions and schools. Next, considerable portion of operation and responsibility 

will be transferred to the country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of various 

levels. This would strengthen the function and power of educational agents 

other than the government and the party, which would possibly lead to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even in an elementary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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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윤리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

교, 동국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

고: 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북한연구학회보｣, 2013), “북한의 환경담론”(｢도덕윤리

과교육｣, 2015), “‘민주주의’에 대한 남북한 인식 비교”(｢초등도덕교육｣, 2015) 등이 있다.

Key word: mass movement, comprehensiv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North Korea education under regime of Jong Un Kim, Achieving the 

Exemplary Education District Titl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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