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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초기(1945-1965) 북한 고등교육에서의
소련 제도의 전이와 변용1)
김선, 임수진(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 서론
남북이 분단된 1945년은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적
질서가 조성되었던 전환기였고, 남북에게는 분단 이후 상이한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체제의
건설을 시작하였던 시기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의 사회, 문화적 이질성은 상이한 교육과정과
제도를 통해 생성되고 확산되는 사실에 의거하여 북한에서 이질적인 교육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소련의 군정(軍政)하의 교육개혁에 주목했다. 분단 초기 소련에서 북한에
‘전이(transfer)’된 교육제도의 배경과 변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까닭은 이 변화가 현재 북한
교육제도 및 이를 통해 양산된 북한의 지식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교육제도의 상호 발전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 차이의 근간과 발달의 독특성을
해명하되, 이를 단순한 제도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관점 (transnational
perspective)과 비교학적인 연구 방법(comparative methodology)을 동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단 초기(1945-1965) 북한의 고등교육 개혁이 비교교육학계 및 비교정책학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체제 변환기 교육 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할 것이다.
소군정기 북한에서의 교육개혁에 대한 연구는 신효숙(2001, 2003, 2005)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소련이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북한의 고등인력 집단에 준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1) 이 논문에서 사용된 인터뷰 자료는 2016년 정근식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구축한 “북한
에서의 소련형 대학의 이식과 희석화”의 인터뷰 자료 일부를 사용하였음. 인터뷰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연구책임자 정근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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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련에서 공부했던 북한의 인테리들에 대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변화되는 교육사상의 변화 측면도 다루었다. 그리고 이향규 (1999, 2000)는 분단 초기 북한
교사들의 이력서 및 학교 문서들을 분석하여, 북한 체제건설기에 공산주의 보통교육의
형성과정과 교육 개혁이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조정아(2003a, 2003b, 2003c)는
비슷한 시기 북한의 직업 교육과 중등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지수(2005)는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 교육관료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행했다. 김기석(2001)
은 해방 후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남북 국가교육체제 형성을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영어로 된 연구로는 북한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한 Kim&Kim(2005)과 소련이 북한 교육에 준 영향에 대해 연구한
Lankov(2000)가 있다.
이렇게 군정기 및 분단 초기 북한 교육 개혁을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분단 초기 북한의
고등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초국가적 관점으로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분단 초기 북한의 고등교육 개혁을 단순한 제도적인 측면이 아닌,
사회학, 국제 정치, 관료정치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초국가적이고 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소군정기에 시작되어 군정 후에도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고등교육개혁이 지닌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맥락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체제 변환기 교육정책전이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설명하겠다.
본론에서는 분단 초기 소군정에 의해 주도 되었던 김일성대학을 중심으로 한 북한 고등교육의
형성이 북한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현지화 되는 과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결론부에서는
이러한 분단 초기 북한에서의 고등교육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체제 변환기 교육정책전이 논쟁에
비추어 고찰하도록 하겠다.

II. 체제 변환기 교육정책전이 논쟁
최근 사회과학 학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정책전이” 논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는 한
나라의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이나 제도가 다른 나라에 원용되는 과정에서 정책을 수용하는
수혜국(受惠國) 혹은 피원조국(被援助國)이 정책을 제공하는 원조국이나 초국가기관의
지침(agenda)와 정책(policy)를 어떻게 적용하며 실행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정책수용과정에서 수혜국은 수동적이고 일 방향적이라는 원조국 중심적인 기존의 모델이
비판을 받으면서(McCann and Ward, 2012), 정책전이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수혜국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contexts)과 수혜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체자(actors)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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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제기되었다(Kim, 2016a, 2016b, 2017; Clarke et al., 2015, Stone, 2004). 특히,
비교교육학계의 학자들이 제기한 교육정책전이 과정에 있어서 수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초점은 분단 초기 북한의 고등교육 개혁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
Schriewer(2003)는 수혜국이 교육 개혁을 실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차용하는 정책은 자국의 교육 경험 혹은 과거의 개혁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교육
개혁의 ‘자기 참조성’(self-referentiality)을 강조하였다. 수혜국이 교육 개혁을 일으킴에 있어서
외부의 정책을 차용하는 대부분의 동기 및 목적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이며, 이를 ‘외부화’(externalization)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였다(Steiner-Khamsi, 2007, 2012; Schriewer, 2003). Cowen(2006, 2009b)은 더
나아가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차용된 정책이 수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는 수혜국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책 변혁’(Policy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육 개혁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 정치가
그리고 정책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 관료들의 역할에 주목한다(Kim,
2016a). ‘정책 변혁’ 관점은 전이된 교육정책의 형식적인 면, 즉 ‘교육 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형식 및 내용적인 면을 포괄하는 ‘교육 체제’에서의 변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목한다.2) 따라서 정책 변혁의 관점은 수혜국의 정책 차용과 수용 과정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일 방향적이고 단선적으로 진행된다는 도식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정책이 수혜국에서
차용되거나 수용되는 과정에서 “관료들과 정책 입안자, 정치가 등의 구성원들을 능동적인 정책
주체로 설정하여 결정과 적용 과정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구조로 파악하여 해석”한다(김선,
2017, p. 148). 특별히 본 연구는 북한이 체제건설을 경험한 분단 초기(1945-1965) 교육
개혁에서의 소련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정책전이 논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체제
변환국의 사례에 주목했다. Cowen(2009a, p.1287)이 지적한대로, 체제건설 국가들의 정책
전이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인 비전과 국가 조직(경찰, 군대, 관료제도, 정치제도)의 변화와
경제 및 사회 계층(stratification)의 붕괴와 재건, 그리고 교육제도의 의도적인 변화 및
구조조정”이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교육 정책 전이가 일어나고 적용되며 현지화 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전이 논쟁에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남북이 분단된 1945년은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적
질서가 조성되었던 전환기였고, 남북에게는 분단 이후 상이한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체제의
건설을 시작하였던 시기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의 사회, 문화적 이질성은 상이한 교육과정과
제도를 통해 생성되고 확산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북한의 이질적인 교육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소련 군정(軍政) 하의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제고했다. 분단 초기 양국을 통해 남북에 각각
2) ‘체제’와 ‘체계’는 모두 영어로 system으로 변역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이된 정책의 변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위에서와 같이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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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transfer)된 교육제도의 배경과 변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까닭은 이 변화가 현재 남북한
교육제도 및 이를 통해 양산된 남북한 세계관 차이가 남북의 정치, 사회, 문화적 근간(根幹)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별히 고등교육은 새로운 체제 건설을 위한 엘리트 양산의 중요한
창구로서의 기능과 함께 국가의 지식 체계 건설 및 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체제 건설기 북한의 교육 개혁에서 고등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군정 시기 북한의 교육 개혁은 군사 점령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시기 일어난 정책 전이를
북한 주민과 지도자 층의 의지와 희망에 반하는 ‘강압적인 전이’(coercive transfer)로 오해할
소지가 많다. 정책 전이 사례를 ‘강압적인’ 모델로부터 ‘자발적인’(voluntary) 모델까지 모듈화
시켜 이론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정책 전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Dolowitz and
Marsh(2000)에 따르면, 이런 ‘강압적인’ 모델은 군사 점령기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 그리고
독립 직후까지 점령국과 피점령국 사이의 관계 및 정책적 영향력을 포괄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강압적인’ 모델에 의하면 점령국에 의해 피점령국에 전이 된 정책, 제도 및 프로그램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점령국이 의도한 바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Kim, 2016).
하지만 점령국과 피점령국 사이의 힘의 역학 관계를 정책 전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강압적인’ 모델이 실제 두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전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책 양태의 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Cowen, 2009b). 예컨대, 점령국
혹은 헤게모니 국가라 하더라도 힘의 지배를 피점령국에서 실행함에 있어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피지배국의 지배계층과 국민들의 가치 혹은
규범을 대변하는 “실질적인 믿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 파워’3)가 필요하다.
Ikenberry&Kupchan(1990)는 이렇게 피점령국의 ‘소프트 파워’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엘리트의 사회화’라고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헤게모니 국가에 의해서 표현된(articulated) 규범적인 가치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더라도, 이 가치가 피지배국에서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지배국의 지배 계층이 이 규범적인 가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여론이 지배 계층의
새로운 구조조정(elite restructuring)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엘리트의 사회화’
과정은 엘리트 정치(elite politics)와 연합 형성(coalition building)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3) 소프트 파워는 국제 관계에서 작용하는 국가의 힘의 한 측면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을 나타내
는 하드 파워와 함께, 한 나라가 자국이 원하는 바를 공동의 가치와 정당성, 매력, 이념, 문화,
실천적 행위 등을 통해 타국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Nye,
Joseph,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p.5-11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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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 하지만 이 ‘사회화’의 과정조차도 양방향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헤게모니 국가 및 피지배국의 지배 계층은 타협의 과정을 거쳐 함께
피지배국에서의 새로운 규범적인 질서에 대한 구상들을 공유 및 개조하기
때문이다(Ikenberry and Kupchan, 1990: 293).
피지배국 엘리트의 역할뿐만 아니라 Halperin and Clapp(2006)은 피지배국의 관료 정치 및
구조도 군사 점령기 정책 전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
피지배국의 관료들은 지배국에 의해 전이된 정책을 자신들이 처해 있는 관료제도 및 관료사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비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설령 힘의 역학 관계에 의해
강압적으로 지배국으로부터 도입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은 “피지배국
정부의 내부적인 논쟁(internal debate)의 성격, 정책을 실행하는데 참여하는 교육 관료들,
도입된 정책에 대해 이들이 부여한 해석들”에 의존하게 된다(Halperin & Clapp, 2006, p.363).
따라서 지배국에서 도입된 정책에 대해 피지배국이 어떻게 반응하는 가에 대한 경로 의존성은
이런 관료 정치의 요소의 “밀고 당기기”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Kim, 2016b, p.38).
본 연구에서도 북한이 체제건설 과정에서 고등 교육 개혁을 위해 소련의 제도 및 정책을
차용함에 있어 북한 지배계층의 반응 및 교육 관료제 내부의 움직임을 주목한다. 즉, 냉전의
시작과 함께 국제 및 국내 정치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패권주의
경쟁 속에서 북한 지도자들과 교육 관료들이 국가 건설을 위해 어떠한 고등 교육 개혁을
꾀했는지를 분석의 초점으로 삼는다. 국내 학계에서 교육정책 전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뿐만
“실제 연구사례를 적용하여 포괄적으로 논의”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성열관, 2010,
p.18), 분단 초기 북한의 고등 교육 개혁을 단순한 제도적인 측면이 아닌, 실제 북한대학을
경험하고 제도화에 관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 자료를 사용하는 한편, 사회학, 국제 정치,
관료정치 이론을 통한 초국가적이고 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4) 소군정기에 시작되어
군정 후에도 소련형 모델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고등교육개혁이 지닌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맥락을 드러내고자 한다.

4) 인터뷰 자료는 앞서 밝혔듯, 2016년 정근식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구축한 “북한에서의
소련형 대학의 이식과 희석화” 연구의 일부 자료를 사용한 것임.
- 5 -

2017 한국통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III. 북한의 민족국가건설과 고등교육의 형성
1946년 북한은 단독정권 수립 후 민족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여러 조치를 단행하는
데, 그 중 핵심과제로서 실행된 것이 종합대학의 설립이었다. 북한은 단독정권의 수립을 계획한
1945년부터 이미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교육기구로서 대학 설립을 소련의 지원 하에 준비하고
있었다. 해방 후 북한 지역 내 많은 단체가 자유와 독립의 가치 하에 조직되었으나, 소련군은
이들 중 정치·사상적 기조에 맞는 일부만을 선별하여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공식화
하였다. 지역 내 다양하게 존재하였던 인민위원회는 소련의 주도 하에 1945년 11월 ‘북조선 행
정 10국’을 통해 하나의 통합조직으로서 형태를 갖춘다. 그러나 당시의 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
와 민족주의의 혼합전선 속에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내에서 소련군의 영향력은 비교적 제
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김성보, 2011; 24-33). 해방 직후 비교적 원만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
었던 인민위원회는 점차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양분되며 갈등국면으로 접어들
었고, 1946년 2월 민족주의 세력의 선봉이었던 조만식이 몰락하며 조만식계 민족주의 세력은
쇠퇴의 길을 걷는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세력은 소련과 결탁하여 강력한 힘과 조직력을 바탕
으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Ikenberry&Kupchan(1990)이 지적한 바대로 북한에
서도 정치적 지배 세력의 연합 재형성에 따른 변화로 교육정책 역시 소련을 따른 사회주의 정
책기조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실행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만식 등 고등교육을 받은 민족지도자들이 북한 정권수립에서 배제되고, 특히 일제의 잔재
를 척결하고자 하는 반봉건·반식민을 기조로 한 북한정권의 강성기조로 인해, 일제 시기 고등교
육을 받거나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엘리트들이 북한에 흡수되기는 힘들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의 학생 거취를 살펴보면, 경성제대 입학생 997명 중 270여명만이 북한을 선택하였다(김성보,
2011). 또한, 한반도 내 유일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과, 1945년 8월 16일 해방직후 조선 대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조선학술원 모두 서울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다수
의 지식인들은 남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김용섭, 2005). 따라서, 북한의 안정적인 국가건설을
위해 지식인 및 엘리트 간부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했다. 따라서 북한은 일
본으로부터의 독립 직후부터 공업, 농업, 운송, 상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족간부를 훈련·양성하
기 위한 학교를 세우고, 이는 임시위원회가 관리하였다(조선중앙통신사, 1949). 또한, 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는 소련에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소련에 유학생을 파송하기도 하였
다. 소련 유학생 파송은 1945년 말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대학의 설립문제는 1945년 11월 종합대학설립안이 입안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1946년 5월 25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기 구성되며 김일성종합대학으로 구체화되며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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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준비로 이어졌는데(김일성종합대학, 1956), 정근식 등(2016)에 따르면, 임시인민위원회 구
성 당시부터 소련의 구체적 계획 하에 종합대학의 설립안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
해, 당시 준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볼 때, 북한 내에서 활동한 국내 인사들의 학문적 배경은 소
련 외부지역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대학 준비위원회는 인민위원회 교육국장이었던
장종식을 비롯하여 정두현, 신건희, 한설야, 한무, 이정우, 김달현, 이동화, 김택영 등 9명의 학자
와 정치가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출신학교와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음을 볼 수 있다.5) 종합대학 창립결정위원회의 1946년 7월 8일 회의에서 결정된
‘북조선 종합대학 창립에 관한 결정서’를 살펴보면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1946년 9월 1일 신학년도부터 평양시에 북조선 종합대학을 창립함.
2. 평양의학전문학교와 평양공업전문학교는 대학으로 승격시켜 북조선 종합대학에 편입시
킴.
3. 대학의 각 과와 신입생 모집 계획(제2, 3학년 부결생 모집 계획 포함)을 승인함. 계획은
별지와 여함.
4. 공업전문학교 제2학년 진급생과 의학전문학교 제3학년 진급생은 현 전문학교 강령에 의
하여 대학생으로 전급할 권리를 줌.
5. 로동자 농민의 자녀로서 중등학교 미괄한자를 위하여 내 학내에 3년제 예비과를 설치하
며 신입생 200명을 모집함.
6. 본 종합대학에 조선 해방을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한 조선 민족의 영웅 김일성
이름을 부여하여(북조선 김일성대학)이라 칭함(정로 1946년 7월 17일 호)
당시 흥국공업학교, 창생상업학교, 평양사범학교, 인민재판소 및 검찰소의 건물들이 종합대학
의 교사로 이관되어 천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 식당 등으로 사용되었다(김일성
종합대학, 1956). 초기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직은 공학부, 농학부, 의학부, 문학부, 이학부, 철도공
학부, 법학부로 설립되었는데, 초기 구성은 소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김일성대학이 설립되기까지 소련 민정청과의 관계에 있어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5) 장종식(경성중학), 정두현(동경제대), 신건희(경도제대), 한설야(니혼대), 한무(우수리스크 육성농민
청년학교 이후 학업 불분명), 이정우(학교미상), 김달현(보성전문학교), 이동화(소련대학), 김택영
(학교미상, 소련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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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김일성대학의 고문이었던 막심츄크(Максимчук)이다(신효숙, 1998; 전현수, 2010). 막심
츄크의 역할은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데, 소련군 교육 고문이었던
막심츄크는 설립 당시 대학에 매일 나와 운영사업 및 교수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또한 김
일성종합대학은 소련군의 정책방침에 따라 과학 중점 교육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고, 인력과
물자가 부족했던 북한은 이의 실현을 위해 소련에 직접 원조를 요청하였다(김일성종합대학,
1956: 29). 교과서, 교수 요강, 대학 과정안을 비롯한 김일성대학의 규정은 실제 막심츄크를 비
롯한 소련군 사령부의 자문과 원조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소련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부제가 아닌 강좌제를 선택하였고, 사범대학은 편입시키지 않고 분리 설
립하였다. 또한 맑스-레닌주의를 기본강좌로 채택하여 학생 뿐 아니라 교수 교양사업으로서 중
점적으로 실시하였다.6)
이러한 소련군의 원조 하에서 대학교육의 체제가 정비되었으나, 교수·교원의 모집에 있어 소
련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 1946년 스탈린의 파견으로 소련에서 남
일, 방학세 등을 포함한 한인 36명이 북에 입국하였으나, 이들 중 교수직을 수령한 이는 10명
내외였고, 학문적 입지도 남한 출신의 지식인들에 비해 미약하였다(신효숙, 1998). 이들 대부분
은 교육기관이 아닌 당 정치 기관에 배치되었고, 김일성종합대학에 배치된 교수 대부분도 이후
당 정치 기관으로 이동하였다. 북한의 교육정책을 포함한 중앙간부급 인사는 소련에서 최초로
북에 입국한 이들 36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소련에서 북으로 초청되어 입국한 이들은
대부분 스탈린의 포섭된 자들과 이들 지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사들이었다.
... 1946년 9월 3일인가 5일인가에 학교의 총장이 나를 부른다고 하여 총장실을 방문
하였습니다. 총장은 나에게 모스끄바에서 민족조국에 가서 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
는다면 보내주겠다는 지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지시에 따라 모스끄바로 갔
으며 그곳에서 1주일동안 조선에 가서 해야될 일들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연자, 1989)
... 36명 처음 왔을 때 남일 처가 부상하면서 교육도 다 고려인들 하고, ... 북조선 형사
소송법도 다 소련식으로 했다고. (소련에서) 2차로도 왔는데 그 때 온 사람들은 정부
급 간부로 배치 안하고, 이방에도 배치하고 ... 거기 있을 때 바르샤바 조약국이라고
다 소련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7학년까지 소련학교에 보냈다고. ...7)
6) 정근식 등(2017)에 의하면 소련형 대학 (혹은 고등교육 모델)이 가지는 특성은 (i) 교육기관과 연
구기관을 분리, (ii) 간부양성을 위한 특수대학, 근로자 중심의 기능별 대학, 그리고 일반 대학의
분리, (iii) 학교와 생산 현장의 밀접한 연계, (iv) 고등교육 행정 및 조직을 당에서 관리, (v) 전공
과 상관없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맑스-레닌주의 같은 공산주의 철학 교육의 의무화, (vi) 러시아
어 교육 강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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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력 모집과 유학생 송출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인력이 부족했던 북한은 남한 및 유
럽으로부터 적극적인 교수모집 사업을 실시하였다.8) 이에 따라 초기 북한의 고등교육을 이끈
도상록, 이재곤, 김석형 등을 포함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는 많은 부분 남한에서 월북, 또는
유럽에서 교육받은 이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수진의 다양한 교육적 출신배경으
로 인해, 소련군정은 교수교양사업을 대학의 주요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상교육을 집중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군정은 대학에서 사상교육을 통해 북한 지식인들을 비롯한 지도계층에 맑
스-레닌주의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체제의 규범과 가치를 교육
함으로써, ‘엘리트의 사회화’(Ikenberry&Kupchan, 1990)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련 교
육 체제의 핵심인 ‘공산주의 양육’(communist upbringing, kommunisticheskoevospitanie)의 연
장선상에 있는데, Leonid Brezhnev가 표현한 바와 같이 소련 고등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공산
주의 대의명분을 위해 정치적으로 무장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투철한 투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Avis, 1987, p.212). 즉, 사상 교육을 통해 소군정은 북한의 대학 졸업생들이 자신들이
전공한 분야에서 다른 일꾼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도덕적으로 공산주
의적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일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원했고, 이는 북한의 체
제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질적인 소련의 이데올로기가 북한의
새로운 국가 체제 과정에서 수용되었으며, 교육제도는 이데올로기 흡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Lee, 1989).
북한은 1948년 북한정권의 수립 직후 소련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이어 1949년 3
월 ‘조소 경제문화 교육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된
다. 이는 조선민주주의 정부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 정부의 대표
단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것이었다. 전현수(2010: 8-9)는 조소 양국정부의 협정 과정에 대해 자
세히 설명하는데,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직후 북한은 소련과의 상호교류에 대한 협정을 적극적
으로 추진한데 반해, 소련은 협정 체결을 유보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1949년 2월 3일 북한에서
소련에 제출한 외교문서를 보면, 경제, 문화, 교류, 군사 등의 국가 전반에 걸친 원조를 소련에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소련학자의 조선 파견, 조선 대학
생의 소련 유학, 소련 출판물의 제공 및 교육자 상호 교류 등을 요청하였다.9) 북한의 유학생과
7) 2016년 6월 22일 인터뷰.
8) 북한대학의 남한으로부터의 인력충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신효숙(1998; 2005), 김기석
(2001), 김성보·이종석(2011) 등에서 참조할 수 있다.
9) ‘조소 경제문화 교육협정’이 체결됨으로서, 츄뿌로브, 빵끄라또브(맑스-레닌주의), 레베제브(변증법
적 유물론), 뤼샤꼬브(러시아어), 챠스뚜힌(세계사), 오사지꼬(정치경제학), 꺄톈쓰까야(지리학), 뜨
라후낀(화학), 자마라예브, 비노그라도브(생물·동물학), 씨부힌, 따라쏘브, 싸노브(물리 수학) 등이
파견되었다. 정근식·김윤애·임수진(2016) “북한에서의 소련형 대학의 이식과 희석화,” 『소련형
대학의 형성과 해체: 북한의 대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 학술대회 발표문,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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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자세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 유학생의 소련 고등교육기관 입학 및 졸업 인원수 (1946~1953)
연도

입학생

졸업생

연도

입학생

졸업생

1946

230

-

1950

165

8

1947

140

-

1951

129

41

1948

60

-

1952

262

52

1949

90

11

1953

218

73

출처: 정근식 엮음, 2017, 『북한의 대학』, 진인진, 206.

이와 같이 북한의 초기 고등교육체계의 수립에 있어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물론 민
족국가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민족대학으로서 김일성종합대학이 건설되었고, 남한에서 다수
의 학자가 초빙되는 등의 초기 북한의 지식인 확보의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일제의 잔재를 청
산하고 근대화된 독립적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는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북한 사회주의 세력의 철저한 사상적 검열과 북한 정권 수립 이전부
터의 소련과의 공모를 고려할 때, 초기 지식인 구성문제나 학문적 풍토가 김일성종합대학의 초
기 형성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나, 기틀의 확립이 있기까지의 1945년부터 1950년
대 중반까지 강력한 영향력은 미친 존재는 소련군정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김일성종합대학의
반식민·반봉건 기조에 따른 민족 교육기구로서의 목표 역시 소련군정 하에서 소련의 지시에 따
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소련에 대한 활발한 유학생 파견과 교과서 및 학문서의 적극적 수
입, 소련 학자와의 활발한 교류로,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의 북한 고등교육 체계는 제도적
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소련형 모델을 따라서 안정적으로 발전했
다.

IV. 반종파사건과 탈소비에트화
소련의 원조 속에 기틀을 형성한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변화는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전후
해서 나타났다. 1950-53년 전쟁 이후, 전쟁복구 과정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
지기반으로 삼은 소련계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소련파, 중국 연안지역에서 활동하다 귀국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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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파는 김일성과 점차적으로 균열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스탈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결성된
흐루시초프를 중심으로 한 소련의 새로운 정치바람이 불게 되자, 북한 내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김일성의 내부 권력기반이 불안정해졌다. 이에 김일성은
1956년 8월 전원회의를 통해 이들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이들을 정
치적 배후로 삼아 권력을 위협하는 북한 내부의 해외파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이
를 통해 김일성은 그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정치세력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사회문화적 개혁 정
책을 대대적으로 단행한다.
고등교육은 개혁의 한 중심축이었다. 북한정권 수립과 함께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였던 고등교
육 내 소련 중심의 사상교육과 학습방식, 언어교육 등이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소련
에서부터의 막대한 원조와 영향 아래 진행된 북한 고등 교육 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결국 북한
의 정치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쳤는데, 이는 Kim(2016b)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 전이에 의해 시작된 교육 개혁 성격과 현지화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경로 의존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북한 정치가들과 교육 관료들은 전이된 정책을 자
신들이 처해 있는 제도 및 사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비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설령
냉전 초기 소련의 군사적 ‘하드 파워’로 인해 전이된 개혁이라 할지라도, 이 개혁이 현지에서
적용되며 변용되는 과정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논쟁(internal debate) 및 관료제의 성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Halperin & Clapp, 2006, p.363).
특히, 대학교육 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 맑스-레닌주의 사상교육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철학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사실상 ‘주체’라
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55년 김일성의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
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인데, 이는 사상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회문화적 연설이라기보다
는, 북한 사회 내에서 소련과 중국, 그리고 이들을 배후세력으로 김일성 정권을 위협하는 정치
세력을 축출하고, 단일 권력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일차적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1956
년 8월 전원회의로 정치적 투쟁과 숙청이 가시화되기 이전, 김일성종합대학 내에서는 당해 1월
부터 문학부를 중심으로, 이미 ‘부르주아 문학사상’의 청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프롤
레타리아 문학’에 반하는 문학 이론을 제거·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김일성종합대학, 1956:
130). 이와 함께 초기 김일성종합대학의 학문적 기틀을 형성한 박헌영, 임화, 이중엽, 이태순 등
이 부르주아 사상가로서 숙청되며, 김일성 노작을 중심으로 한 사상교육이 점차 확충되게 된다.
그러나 당시까지 맑스-레닌주의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교조주의’적 이용
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목의 교수는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맑스-레닌주의가 창조적으로 어떻게 적응되
는가를 체득시키며 조선 혁명의 성격과 그로부터 출발하여 매개 계단과 시기에 취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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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로동당의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
이와 관련하여 대학 내 교원 학생들은 당 문헌들과 김일성 동지의 로작들에 대한 체계
적 연구 학습을 일층 강화하였다. 특히 (1956년) 4월 전원회의 문헌연구를 계기로 해서 ...
종전의 교수 내용상 일부 부정확하였던 명제와 결론들을 바로잡게 하였다.
... 그리하여 강좌 내에서의 소속 과목들에 대한 강의 교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
로 작성하는 사업을 추진시켰다. .. 쏘련 기타의 외국 교과서와 문헌들의 리용에 있어서
교조주의적 이식이 없는가, ,,, 중심으로 하여 집체적 심의가 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1956: 130-133)
1956년까지의 김일성종합대학의 역사를 정리한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를 보면, 당시까지는
여전히 맑스-레닌주의를 옹호하지만, 이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현실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이
를 위해 김일성 노작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미 1956년 소련을 포
함한 해외 교과서와 전문서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심의작업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내용은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에서 소련물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8년도라고 생각되는데 당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땐 주체란 말만 하고 ..10)
이와 같이 소련식 교육모델, 특히 소련 사상가들과 정치가들의 논의를 점차적으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로 매도하며 ‘주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유학생 파견상황은 1956년을 전후한 고등교육 내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1955년까지 활발하게 소련에 유학생을 파견한 북한은 1956년부터 유학생 파견을 전
면 중단한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 파견의 목적은 북한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김
형수(2017, p. 205)에 따르면, 1946년-1955년까지 북한의 유학생 파견을 1차 유학생 파견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육인재와 외교관 육성과 같은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 및 정치·철
학과 같은 사상적 기초 교육을 위한 해외 파견이었다. 북한의 유학생 파견은 1970년대 이후 다
시 활발해지기 시작하지만, 이는 과학·기술과 같은 기능적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이었지, 정치·
철학과 같은 교육은 희박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중시한 사상교육이 점차 철저히 외부로부터 고
립된 북한만의 ‘주체철학’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10)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2016.7.11.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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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 유학생의 소련 고등교육기관 입학 및 졸업 인원수 (1953~1960)
연도

입학생

졸업생

연도

입학생

졸업생

1953

218

73

1957

-

77

1954

79

107

1958

-

-

1955

69

157

1959

-

19

1956

-

-

1960

-

-

출처: 정근식 엮음, 2017, 『북한의 대학』, 진인진: 206.

1950년대 중반의 정치적 갈등과 숙청으로 시작된 북한의 사회적 변화는 북한의 고등교육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1960년대 가시화되어, 사상교육 뿐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분야에서
도 소련의 교재는 전면 제거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
63년도 ... 대학 갔을 때 러시아 서적들, 러시아 책들 다 없애라. 주체사상과 어긋나
는 것 없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숱한 책들 다 살렸다고. 러시아 말 모르는 놈들
이 진짜 좋은 기술책인데도 앞에 소련 공산당 누가 말씀했다(고 적혀있고), 그거 한
두장 빼면 기술책인데 그걸 다 버리더라고. 그게 65년 초라고. ..11)
다음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60년대를 전후로 소련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구입한 각종 전문서적
과 교재는 교원 및 당원들이 직접 검열을 거쳐 전면적으로 처분하게 된다. 1950년대 후반 점차
적으로 등장한 ‘주체’의 강조와 소련형 교육의 제거작업은 1967년 유일사상체계의 완성과 동시
에 도서정리사업으로 가시화되며 전면적인 개혁·개정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 아버지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60년대 중반인가 5.25 교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교시가 나오면서 소련공산당 역사학과가 노동당 역사학과로 바뀌었어
요. 김정일이 10대원칙 내오면서 72년도인가 74년도인가 김일성동지혁명역사학과로
바뀌었어요. 12)
... 자연대는 주로 러시아 원서들이에요. 60~70년대까지 국방과학원, 자연과학원, 사회
과학원 이런데 모두 러시아 원서들이고. 50대까지는 100%라고 할 수 있고, 30~40대
는 30~50%가 러시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반종파투쟁 할 때까지 레닌
11) 인민경제대학 외 졸업, 2016.6.22. 인터뷰.
12)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2016.8.15. 인터뷰
- 13 -

2017 한국통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전집, 스탈린 전집이 있었고, 번역판도 있었고. 67년 5.25 전원회의 이후 다 가져가고
그 자리를 김일성 선집으로 채우기 시작한 게 67년, 68, 69년도 경이에요.13)
특별히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주체’사상의 강조로 인해 북한 고등교육의 핵심목
표로 설정되었던 과학교육이 고립되며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
된 기술과 학문을 보유하고 있던 소련의 학문과 단절함으로써, 북한은 정치·사상 교육에 있어
독자적 노선을 수립하였으나, 과학교육은 이후 답보상태에 머무르며 이에 대한 교육마저도 김
일성 노작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사상교육에 오히려 집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V. 결론
북한 고등교육의 기초는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사상·학문과 같은 내용적 자원에 있어서까지 소
련의 원조 없이는 구축될 수 없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기반이 한반도에서 불안정
한 상태에서 고등 교육 제도 형성에 따른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엘리트 형성은 장기적인 안목에
서 한반도에서의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도 중요했다. 이렇게 북한 고등교육에 대
한 소련의 정책 전이는 냉전시기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목표로 한 소련의 정치적 야심에 의
해 수행된 일부의 측면이 있으나, 남한 정권을 우려한 북한 정권의 기반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적 요청에 의해서 수행된 측면도 존재한다. 소련형 대학시스템의 구축, 교육내용의 정
립, 러시아어 등의 소련과의 문화적 소통 등은 북한 고등교육의 기틀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와
연결해 주며 북한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렇듯 남한과의 분쟁과 갈등 상황에
있었던 북한은 소련의 원조 및 전문가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압력 및 국내적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헌법, 안보, 정치 구조,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의 일부로 교육 제도의 개혁을 꾀
할 수 있었고, 고등교육은 새로운 체제 건설을 위한 엘리트 양성과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의 안정화 과정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맞으며 국
제사회에서 고립된 독특한 북한식 교육 시스템의 정립과 교육 내용의 확충으로 나타나고 말았
다. 북한 내부의 확고한 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한 김일성은 외부 패권세력을 배후로 한 내부
정치세력들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교육 전반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하였다. 이는 맑
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사상기조의 개혁, 소련 서적과 유학생을 통한 신기술․과
13) 평양외국어학원 졸업, 2016.9.8.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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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유입의 단절로 표현되었고, 대신 ‘주체’를 위시한 김일성 유일사상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포
기한 기초수학 등의 기초학문 집중으로 우회하며, ‘북한’만의 고등교육 체제를 수립하였다. 하지
만 이는 교육 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었지, 교육 체계 자체는 오히려 더 소비에트화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내부 체계를 공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형 모델’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김일성 유일사상을 기초로 모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의 재정비 과정에서 그 어떤 외
부의 사상이나 영향력, 즉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사회, 소비에트 모델에서 말하는
‘사상중심의 교육체계’로 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Armstrong (1999)이 분단초기(1945-1959)를
문화 냉전(cultural Cold War) 사회로 해석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결과적으로 1956년 이후의 북
한 사회, 특히 고등교육 체제에서 소련 문화,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제거된 것이지, 그 체계
(system) 자체는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분단 초기 북한 고등 교육 형성에서 소련의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 교육정책전이의
‘자기 참조성’ 및 ‘외부화’와 같은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개념적 틀에 따라 분석을 했고,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14) 하지만, 과연 분단초기 북한 교육제도 형성과정 자체를
교육개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 시기 북한의 교육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들이 소련의 군정 당국자들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또한 전이된 정책 및
제도가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관료제 및 정치적 논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시사점은 현재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체제 변환기 국가들이 전이된 정책을 실행하고 현지화하는 사례를 연구하는데
준거의 틀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군정기 북한의 고등 교육
형성 및 소련식 교육의 제거에 대한 본 연구는 체제 변환기 교육 정책 전이 사례를 연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체제 변환 혹은 건설 중인 국가가 국제적인 힘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전이된 교육 정책을 수용 혹은 소비하는 과정에서 원조국이나 국제기관의
지침(agenda)과 정책(policy)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전이된 정책의 현지화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엘리트 집단의 내부 논리에 의한 경로의존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수용과정에서 수혜국은 수동적이고 일 방향적이라는 서구 중심적인 관점 혹은 모델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며, 체제 변환기 교육 개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혜국의
교육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함께 지배 계층의 형성과 정치적 움직임(political
dynamic)에 주목해야 함을 또한 시사한다.
14) 교육 정책 전이 담론에서 이 분석틀뿐만 아니라 정책 전이의 동기, 사회문화적 조건 (contexts)
등 다양한 분석틀이 있고(Ochs & Phillips, 2002), 따라서 같은 사례가 다른 관점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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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로동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15)
김지수(한국교육개발원)

Ⅰ. 들어가는 말
북한 조선로동당 7차당대회가 2016년 5월 6일부터 4일간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는 북한
의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상황보고와 향후 정책방향 제시가 이루어졌다. 북
한 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
다”(장명봉 편, 2015: 74)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조선로동당은 북한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
는 조직이며, 조선로동당 규약 제2장 14. (1)에는 당대회가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
으므로(국토통일원, 1988: 141) 조선로동당대회는 북한 사회의 동향과 이후 국가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조선로동당 7차당대회의 관련 문서와 교육관련 정기간행물 등을 기초로 북한 교
육의 현황과 김정은 정권의 교육 정책 과제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북한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런 북한 교육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은 북한 교육
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후 한반도 통일시대에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조선로동당 1차 당대회에서 6차 당대회
까지의 관련 자료들은 국토통일원에서 발간한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이 활용되었으며, 7차당대
회 관련 자료들은 북한에서 발행된 교육신문 5월 12일자에 게재된 것이 활용되었다. 그 외에도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활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조선로동당대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7차 당대회의 개요를 1～6차
당대회와 비교하여 살펴본 후,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교육분야의 정책들에 대해 초·중등교육,
15) 이글은 저자가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IP2016-04) “제7차로동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 교육정
책 동향 분석”으로 기고하였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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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Ⅱ. 7차조선로동당대회 개요
조선로동당은 1946년 창당이래 7차례의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아래 <표 1>을 보면 각 당대
회에서는 공통적으로 보고 또는 사업총화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당대회까지 경과와 현황 그리
고 성과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당대회 이후의 정책방향과 정책내용들
이 제시된다. 또한 경제발전계획이 발표되거나 그 이외의 안건으로 선거나 규약개정이 진행되
기도 한다.
7차조선로동당대회에서는 당중앙위와 당중앙검사위의 사업총화 보고가 있었고, 당규약이 개
정되었으며, 당 주요 간부 선거가 실시되었고, 김정은 ‘당위원장’ 추대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
아래 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과업’이 발표되었다.
차수
1차당대회
2차당대회
3차당대회
4차당대회
5차당대회
6차당대회

<표 1> 북한 조선로동당 당대회 개최 연혁과 주요 의제16)
개최일
주요 의제
1946. -당 창립에 대한 보고 -당강령·규약·기관지에 대한 보고
8. 28 -당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선거
1948. -당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당 규약 개정
3. 27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중앙검사위 사업총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채
1956. -당중앙위,
택)
4. 23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중앙검사위 사업총화
1961. -당중앙위,
-인민경제발전
계획(1961~1967)
9. 11 -당 규약 개정-7개년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중앙검사위 사업총화
1970. -당중앙위,
-인민경제발전
계획(1971~1976)
11. 2 -당 규약 개정-6개년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총화(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
1980. 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
10. 10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16)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PO006
2016. 12. 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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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총화 -당규약 개정
7차당대회 2016.
‘당위원장’으로 추대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5. 6 -김정은을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당중앙검사위 위원 선거
조선로동당대회는 <표 1>에서 확인되듯이 1960년대 이후 1980년까지 약 10년에 한 번씩 개
최되었는데, 6차당대회가 1980년에 개최된 이후 오랫동안 개최되지 않다가 36년만인 2016년에
7차당대회가 열렸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당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
었던 것인데, 그것은 북한의 오랜 경제난 때문이었다고 추정된다(이종석, 2016: 2). 이런 상황은
6차당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와 그 달성 수준을 살펴보면 확인
된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한해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억 2,000만톤의 석탄, 1,500만톤의 강철, 150만톤의 유
색금속, 2000만톤의 세멘트, 700만톤의 화학비료, 15억메터의 천, 500만톤의 수산물,
1,5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앞으로 10년동안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에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
표입니다.(국토통일원, 1988: 47)

조선로동당대회에서는 바로 앞에 개최되었던 당대회 이후의 경과와 성과를 정리하여 당대회
총결보고를 진행하는데, 1980년의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되었던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
표’는 이후 오랫동안 달성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
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을 거치
면서 경제사정이 심각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식량생산 목표로 알곡 1,500만톤 생산을 1980년에 제시하였지
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자료를 기초로 통일부가 추정 발표한
2015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480만 1천톤 수준이었다17). 즉 최근까지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1980년도에 제시한 목표량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6차 당대회에서 제시
된 교육부문의 목표에는 고등의무교육의 실시 준비가 포함되어 있는데(국토통일원, 1988: 41),
이것 역시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되었던 정책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하
였을 뿐 아니라 목표 수준에 많이 미달하는 상황에서 7차당대회는 계속 열리지 못하였던 것이
다. 2016년에 7차조선로동당대회가 36년만에 개최되었던 것은 그나마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
17)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6/0200000000AKR20160926164100014.HTML?
from=search 2016. 12. 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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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종석, 2016: 3).
7차조선로동당대회의 주요 문헌으로는 개회사와 총결보고서, 토론문, 결정서 등이 있다. 이런
문서들 중에서 총결보고서는 여러 문서들 중에서 가장 분량도 많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대회의 결정서 내용도 총결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는 점은 총결보고서가 얼마나 중요
한 문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총결보고를 북한 최고권력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과도 관
련이 있는데, 7차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이 직접 총결보고를 수행하였다.
<표 2> 조선로동당 6, 7차당대회 총결보고 목차 비교
6차 당대회
7차 당대회
1. 3대혁명의 빛나는 승리
1.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1)3대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1)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
투쟁
2)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이룩한 성과
2)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
3)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
과
2.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
3)혁명 위업의 빛나는 계승
1)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혁명의 총 2.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임무
1)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2)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2)과학기술강국건설
3)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3)경제강국건설, 인민경제발전전략
4)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요과업 4)문명강국건설
3.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5)정치군사적위력의 강화
4.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자
3.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5. 당사업을 강화하자
4.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5.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대회 총결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위의 <표 2>에 제시된 6, 7차 당
대회의 총결보고서 목차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7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이 추구하는 국
가수준에서의 목표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로 제시되고 있으며, 교육분야와 관련된 목표로
는 ‘과학기술강국건설’과 ‘문명국가건설’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분야의 세부 목표와 정책과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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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정은 정권 교육정책 분석 및 전망
북한은 7차조선로동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교
육분야의 세부 목표로는 교육사업의 질 개선을 통한 ‘인재강국’ 실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
현을 내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7차당대회 문서의 교육에 대한 언급에서는 주로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
육의 영역별로 7차로동당대회 문헌에서 언급된 것을 기초로 현황 및 성과, 정책 방향 및 과제,
정책 동향 분석 및 전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초·중등교육정책
가. 현황 및 성과

초·중등교육 분야의 현황 및 성과와 관련하여 7차로동당대회의 보고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제의 도입과 같은 교육체계의 개편과 교육과정의 개정, 교육환경의 개선 등이 언급되었다.
최근 년간 교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교육체계와 내용,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지만 아직 전반적교육수준, 특히 중등일반교
육수준은 당에서 바라는 요구의 절반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교육신문,
2016. 5. 12: 8)

북한은 2012년 12년제 의무교육제 관련 법령 제정하여 의무교육제를 확대하고 학제개편과 함
께 교육과정을 개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해방 후 의무교육의 기간
을 늘리는 교육정책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는데, 1975년에 추진 완료된 11년제 의무교육제는 12
년제 의무교육제로 확대되었으며, 북한은 이것을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로 표명하였
다(김지수 2013: 61). 또한 북한은 4년제 소학교와 6년제 중학교로 구성되었던 학제를 5년제 소
학교와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로 구성된 학제로 개편하면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의 개선을 함께 추진하였다(김정원 외, 2015a: 31). 그렇지만 위의 글에도 나오듯이 교육체제 개
편과 함께 추구된 교육의 질적 향상은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근 교육과정 개편은 국제적 표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
교육과정에 고등학교의 지역별 선택과목 도입을 통한 후기중등교육 강화, 외국어 중 영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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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과학기술교육의 강조 등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는 김정은 정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파악된다(김진숙, 2016: 14). 이런 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은 의무교육
제의 확대와 함께 진행된 학제개편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2013년에는 새로운 학제의 각급학교
신규 교육과정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각급학교 1학년에 새 교과서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전면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이 진행되었다(김정원 외, 2015a: 34-39).

나. 정책 방향 및 과제

북한이 초·중등교육의 정책과제로 7차로동당대회에서 제기한 사안들은 창조적 인재 양성, 교
육환경 개선,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 해소, 기술교육 강화, 교종체계 정비 등이다. 북한의 교
육과정 개편에서 중요하게 제기하는 방향은 창조적인 인간 양성을 위한 탐구학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북한에서는 최근 창조적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새 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조적능력과 고상한 도덕풍모,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교육신문, 2016. 5.
12: 8)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문구인 “창조적능력과 고상한 도덕풍모,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
으로 발전된 인재”라는 표현은 과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나왔던 “지덕체를 갖춘 균형
잡힌 인재”라는 표현이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덕’과 ‘체’의 표현을 도덕풍모와 건장한 체
력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없지만, ‘지’의 표현을 창조적 능력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할 것이다. 이런 창조적 능력의 강조는 최근 북한 교육과정
개편에서 과거보다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것(김정원, 2014: 32)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교육의 질 향상을 강조하
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탐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의 문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교육정책에서 꾸준히 중요
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의 문제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학교들의 교육 인프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교과서나 책걸상의 부족, 실험·실습실 설비의 노후화 등 기본적인 교육조건의 미비가 심각한 문
제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어느 정도 상황 호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도시와 농촌 학교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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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1).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을 위해 7차로동당대회에서도 아래와 같이 과제와 개선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워
야 한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전
사회적으로 교육부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교육신문, 2016. 5. 12: 8)

북한이 학교의 교육 환경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주력하는 정책 방향은 교육정보화
관련 시설, 각종 실험실, 실습실, 외국어 학습실 등을 최신 설비로 갖추는 것이다. 교육정보와
정책은 모든 학교에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컴퓨터와 멀티미디어가 갖추어진 교실에서 교사들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는 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이렇게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교육투자를 늘리고 전사회적인 지원을 독
려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공공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등으로 학교 후원단체들을
구성하고 이 후원단체들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
하고 있다. 이런 학교 후원단체들은 학교의 실험실이나 실습실 건립을 위한 건축자재를 후원하
기도 하고, 컴퓨터와 TV 등 정보화 기자재들을 후원하기도 한다(김지수 2013: 76-77).
북한 중등교육에서 기술인력의 양성 문제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초·
중등 학교체제는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로 이루어진 단선형 학제로서 기술인력을 양
성할 수 있는 학교를 갖추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등학교 단계에서
기술인재의 양성을 최근에 강조하고 있다.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수 있게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여야 합니
다. 중등일반교육기간에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
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지닌 나라의 쓸모있는 인재로 키울수 있도록 교종체계
를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
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해나가야 합니다.(교육신문, 2016. 5. 12: 8)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내용인 한 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술교육 강화라는 정책 방향의 제시를 의미한다. 북한의 개편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급
중학교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직업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기계, 금속, 광업, 수산, 임업, 농산, 축산 등에서 선택하여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김정원, 2015b: 121). 이렇게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현대적인 기술을 지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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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교육하겠다는 정책 방안 외에도 새로운 종류의 학교인 고급기술학교를 창설하는 방안도 함
께 고려되고 있다. 북한에서 교종체계란 학교의 종류를 지칭하는 것인데, 북한은 현재 소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급별 학교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학교
체제에 기술교육을 위한 후기중등단계의 새로운 학교인 기술고급중학교(교육신문, 2014. 10. 2:
3)를 추가함으로써 기술인력을 양성과 관련된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 정책 동향 분석 및 전망

북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는 정치사상 교육과 7차 당대회에서 중요하게 제기
된 창조적 인재의 양성이라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 교육은 합리성이 배제된 주입과 암기에 의존한 교육이고, 창
조적 인재의 양성은 비판적 성찰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이므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대립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에
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상 교육과 지식 탐구 영역의 이원론적인 분리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잘 훈련된 지식인이라면 사상 교양의 영역과 지
식의 탐구의 영역 모두에서 비판적 성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북
한 정부로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북한 교육에서 사
상 교양은 형식만 남게 되거나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 사회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발전의 요구에 따라 교육에서 기존의 사상교양이 그 위
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의 문제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북한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 정부는 ‘고난의 행군’ 시
기 이후 경제적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이것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서 국가예산 이외에
재원, 즉 지역의 후원단체들이 내놓는 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다. 2002년
7.1경제조치 이후 북한의 기업소와 농장 등 대부분의 후원단체는 독립채산제에 의해 경영이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물의 일부분만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판매하면서 이후 생산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후원단체들이 학교에 물질적
후원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김정원 외, 2014a: 46). 따라서 북한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은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7차 당대회 총결보고에서
“중등일반교육수준은 당에서 바라는 요구의 절반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는 수준이라는 평가
가 나오는 것이며, 특히 농촌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여건이 도시지역 학교들에 비해 매우 좋
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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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북한 정부나 당의 정책 추진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도 북한 경제 상황으로부
터 더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 학교의 지역별 차등
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교육에서 기술교육을 통해 현대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정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급중학교 교육에서 주당 몇 시간의 직업교육을 통해
현대적인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며, 기술
고급중학교가 설립된다고 하여도 최신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실습 시설을 갖춘 학
교들을 전국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볼 때 쉽지 않은 일이기 때
문이다. 당장 북한의 경제상황에 필요한 생활용품 생산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
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술실습을 위해 최신의 설비를 투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
히 예상되는 것이다.

2. 고등교육정책
가. 현황 및 성과

고등교육 분야의 현황 및 성과로는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된 것과 대학의 확대가 7차 당대회
의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이 북한에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인데,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센터가 2007년에 설립되고, ‘리상’이라는 원
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지수, 2009: 198). 2010년
부터는 북한의 주요대학들에 원격교육대학이 설립되어 성인 근로자들이 시험을 거쳐 합격하면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5년 김책공업대학의 원격교육대학에는 40
개 학과에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고, 2015년 10월에는 110명의 첫 졸업생들이 배출
되었다(김지수, 2015: 8-9). 이와 같이 북한의 주요대학 20여개에 원격대학이나 원격학부들이 설
립되었고(민주조선, 2016. 5. 8: 21), 여기서 북한 성인들이 고등교육을 대규모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북한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교육부장관 격인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는 7차로동당대회 토론에서 북한의 주간대
학과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이 1980년대에 비하여 거의 두 배로 그 숫자 증가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민주조선, 2016. 5. 8: 21). 북한이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경제
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대학의 증가 상황은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7 -

2017 한국통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나. 정책 방향 및 과제

북한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로 7차로동당대회에서 제시된 것은 대학체제 개편, 대학의 교
육 인프라 확충,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이다.
대학체제 개편은 우선 종합대학의 숫자를 늘려 지역별, 산업 부문별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정일 정권시기까지 북한에는 종합대학이 3개, 즉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경공업종합대학만 있었는데, 김정은 정권에 와서는 부문별 종학대
학과 지역별 종합대학을 늘리기 시작하였고(김정원 외, 2015: 106), 2016년에는 부문별, 지역별
종합대학이 10여개로 늘어났다(로동신문, 2016. 5. 8: 20). 한덕수평양공업종합대학, 장철구평양
상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등이 기존의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개편된
대학들이며, 지역별로도 신의주농업대학이 평북종합대학으로, 함흥화학공업대학은 함흥약학대학
으로 각각 개편되었으며, 함흥콤퓨터기술대학과 함흥경공업대학, 함흥건설대학은 모두 통합되어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이 되었다(김정원 외, 2015: 106).
종합대학들은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
다(김지수, 2015: 6). 종합대학의 역할로 제기되는 학술중심이란 연구대학으로서 성격을 강화하
는 것이고, 자료봉사중심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여 네트워크로 자료제공을 하는 것이며,
원격교육중심이란 원격대학이나 원격학부를 운영하여 원격으로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학체제 개편의 다른 정책은 기존의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지역별로 종합대학에 통합시키
는 것이다. 북한의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4년제 사범대학과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 교원대
학은 각 도 단위 단과대학이었는데, 교원대학의 경우 1970년대에 도와 직할시에 각각 2개씩 설
립되었으나 이후 교원 수요가 감소하면서 각 도와 직할시에 1개교씩만 남았으며, 사범대학은
전국 21개의 대학이 있었다(김정원 외, 2014b: 114). 이 사범대학들과 교육대학들을 신설되는 지
역별 종합대학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이 정책의 내용이다. 이런 정책이 추진된 이유는 아래의
인용문에 나와 있듯이 대학 교수역량과 교육설비와 같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역별 종합대학에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소속시켜 교육과학 력량과 교육설비들을 교
원양성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교육신문, 2016. 5. 12: 8)

북한은 고등교육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별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대학들의 성격을 구분하여 연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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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성하는 대학과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들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인력을 양성
하는 주요대학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독력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들은 이런 대학정책의 방향을
드러내주고 있다.
대학들에서는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양성의 목적에 맞게 학제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련속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학자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업기
술교육체계도 계속 완비해나가야 합니다.(교육신문, 2016. 5. 12: 8)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주요대학들을 세계적인 일류급대학들과 당당히
겨룰수 있는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
다.(교육신문, 2016. 5. 12: 8)

기존의 북한 대학들 중에서 종합대학과 주요 단과대학들은 전국단위로 입학생을 모집하여 중
앙대학이라 지칭되었고, 대부분의 단과대학들은 도 단위로 입학생을 모집하여 지방대학이라고
지칭되었다(김정원, 2015: 106). 북한은 이런 기존의 대학분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학부 뿐
아니라 대학원과 같은 연속교육체계를 보유하고 학술형인재를 양성하는 연구중심 대학과 실천
형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중심 대학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추구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김일
성종합대학과 같은 주요대학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을 표방
하였다.

다. 정책 동향 분석 및 전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과 관련된 북한의 고등교육정책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이원화 정책
이라는 점인데,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특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등교육 정책에서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정책과 기술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이
함께 제시되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교육을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던 것
이 대학교육 정책에서 연구대학과 교육대학의 구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대학교육 정책에서 김일성대학과 같은 주요대학들을 세계일류급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의 제시와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북한과 같이 매우 폐쇄적
인 국가에서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면서 국제학술교류를 중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후
북한 사회와 교육의 개방을 기대해볼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까지와
같은 폐쇄적 정책을 계속 취한다면 세계일류급 대학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정책 목표가 실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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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물론 국방과학과 같은 몇 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연결도 자유롭지 못한 대학에서 자유롭고 창의
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인문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의 학과
들까지 포함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학과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는 세계일류급 대학의 양성
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평생교육정책
가. 현황 및 성과

평생교육 분야의 현황 및 성과로는 과학기술전당의 건설, 미래원과 과학기술보급실의 전국적
설치를 통해 인재강국으로 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7차로동당대회의 보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당이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의 중심거점으로 훌륭히
건설되고 전국도처에 미래원과 과학기술보급실들이 꾸려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령마루에로 비약해나갈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였습니다.(교육신문, 2016. 5. 12: 8)

과학기술전당은 북한 내에서 인터넷을 대체하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갖춘 기관으로
서 북한의 원격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기관은 최신과학기술보급의 거점
이라고 지칭되며 2016년 1월 1일에 준공식이 진행되었다(민주조선, 2016. 1. 2: 2). 과학기술전당
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한글자료 158만여건, 외국어자료 1억3692만건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
이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의 과학기술전당 관련 영상에 소개되었다18). 북한은 자
체의 국내 네트워크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고19), 따라서 일반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 곳의 서버를 연결하여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과학기술전당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전 세계
인터넷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북한의 주민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북한
정부가 인터넷에서 수집해 둔 자료들을 과학기술전당의 서버를 통해 검색,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에서는 과학기술전당을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구상이 자
랑찬 현실로 펼쳐지는 과학의 별천지”(로동신문, 2016. 3. 2: 5)라고 평하고 있는 것이다.
18) 디지털 허리케인 http://www.dihur.co.kr/1131 에서 재인용, 2016년 12월 2일 인출.
19) 디지털 허리케인 http://www.dihur.co.kr/1293 2016년 12월 2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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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원은 북한 전국의 시·군·구역에 설치된 원격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원에는
북한 국내망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열람실과 컴퓨터 학습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집집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북한의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격강의를 듣거나 국
내망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기술전당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대학의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자료를 찾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교육신문, 2015. 9. 10:2).

과학기술보급실은 북한 각 지역의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설치된 원격학습시설이
다. 과학기술보급실은 2015년에만도 2000여개가 새로 설치되었으며, 공장이나 기업소에 근무하
는 이들이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면 이곳에서 원격으로 강의도 듣고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으
며, 과학기술전당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자료 검색도 할 수 있는 곳이다(민주조선 2015. 12.
11: 4). 과학기술보급실은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북한 전국의 과학기술보급망에 포함되어 있
는데, 이를 통해서 기존 자료들을 검색하여 활용할 뿐 아니라 기관이나 공장 등에서 필요로 하
는 자료들을 과학기술전당에 신청하여 보급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로동신문 2016. 5. 15: 5).

나. 정책 방향 및 과제

북한 평생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로는 과학기술보급실의 설치를 늘려서 북한 성인 근로자들의
학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과 일하면서 공부하는 성인대상 대학들을 늘려 성인들을 대학졸업정
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양성하는 것, 원격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성인교육 체제를
확충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련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해당
단위의 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교육신문, 2016. 5. 12: 8)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을 늘이고 교육수준을
높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격교육체계를 더
욱 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며 텔레비죤을 비롯한 대중보도수단을 통한 교
육도 잘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일생동안 배우면서 우리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교육신문, 2016. 5. 12: 8)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차 당대회에서 평생교육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전당과 과학기술보급실의 활용을 높여 근로자들의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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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이를 위해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의 숫자를 늘리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다. 정책 동향 분석 및 전망

북한에서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
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교육신문, 2016. 5. 12: 8) 시
키라는 것인데, ‘모든’이라는 지키기 어렵고 과도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구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평생교육 분야의 변화는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전당이 준공된 이후 전자도서관에 접속하는 이들의 숫자가 하루 5천명에서 최고 1만
여명에 달하는 상황이며, 2개월 동안 약 30만명 정도의 접속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로동신
문, 2016. 3. 2: 5)의 내용을 볼 때 북한에서 국내망 네트워크를 과학기술전당을 활용하는 이들
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후 북한에서 인터넷을 대체하는 국가인트라넷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북한의 국가인트라넷이 인터넷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한 북한의 IT교육과 발전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원격대학이나 공장대학 등에서 실제 진행되는 교수학습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성인 근로자들이 원격대학이나 공장대학 등 ‘일하면서 배우는 대
학’을 졸업했을 경우 주간대학 졸업생들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교육
신문, 2015. 9. 10: 2). 그렇지만 실제로 원격대학이나 공장대학 등을 졸업한 이들이 주간대학을
졸업한 이들과 비슷한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것은 ‘일하면서 배
우는 대학’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교육의 질이 주간대학의 수준에 도달하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
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양적인 측면에서 달성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일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목표의 달성은 원격대학이나 공장대학 등 성인대상의 교육기관들이
교육의 질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2 -

2017 한국통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Ⅳ. 맺음말
북한은 6차 조선로동당대회가 열린 후 경제난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던 7차 조선로동당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하였다. 7차조선로동당대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발표되었고, ‘사회
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분야의 목표로는 교육사업의 질 개선
을 통한 ‘인재강국’ 실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이 제시되었다.
초·중등교육 분야의 현황 및 성과와 관련하여 7차로동당대회의 보고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제 도입,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교육환경의 개선 등이 언급되었고, 정책과제로는 창조적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개선,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 해소, 기술교육 강화, 교종체계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창조적 인재의 양성이라는 정책 과제가 북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는 정치사상
교육과 양립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다.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이 비판
적 성찰이 전제되는 창조적 인재의 양성이라는 목표와 공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으로 사상교양이 약화되거나 그 내용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문제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북한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산도 부족하고 학교의
후원단체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물질적 후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
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은 북한 경제가
획기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당분간은 북한 학교들의 지역
간 편차는 커지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등교육에서 기술교육을 통해 현대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정책방향
도 최신의 교육실습 시설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 분야의 현황 및 성과로는 원격교육체계 확립과 대학의 확대가 7차로동당대회의 문
헌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후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로는 대학체제 개편, 대학의 교육 인프
라 확충,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이 제기되었다. 대학과 관련된 북한의 고등교육정책에서 드
러나는 특징은 대학체제의 이원화 정책인데, 이는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기술인력을 양
성하는 대학의 특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등교육 정책 중에 탐구활동에 대한 강조
정책과 기술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이 함께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대학교육 정책에서 김일성대학과 같은 주요대학들을 세계일류급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국방과학과 같은 몇 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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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연결도 자유롭지 못한 대학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
이기 때문에 인문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의 학과들까지 포함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학과들이 세
계적인 수준에 근접하는 세계일류급 대학의 양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분야의 현황 및 성과로는 과학기술전당의 건설, 미래원과 과학기술보급실의 전국적
설치가 언급되었으며, 정책과제로는 과학기술보급실의 설치를 늘려서 북한 성인 근로자들의 학
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과 일하면서 공부하는 성인대상 대학들을 늘려 성인들을 대학졸업정도
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양성하는 것, 원격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성인교육 체제를 확
충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이런 평생교육의 정책과제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것들로 제기된 것인데, 이 목표의 달성은 원격대학이나 공장대학 등 성
인대상의 교육기관들이 교육의 질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북한에서는 2016년 오랜 경제난으로 인해 열리지 못하던 제7차 당대회가 36년만에 열렸다.
이 당대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과업’이 제시되었고, 국가적 목표로 ‘사회주의 강성
국 건설’이 제기되었다. 이 국가적 목표의 실현 방도의 하나로 교육부문에서는 교육사업의 질
개선을 통한 ‘인재강국’ 실현과 ‘전민과학기술화’가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교육부문의 목표 달성
은 북한 경제가 얼마나 호전될 것인지 하는 문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그것에 영향을 줄 문제이기도하기 때문에 북한 정부나 조선로동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앞
으로 꾸준히 국가적 역량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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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육 비교 연구
김유연(한국교육개발원)

Ⅰ. 서 론
북한은 1970년대 말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의 타개책으로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3대 기둥으로 천명하면서 과
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했다.20) “정치사상적 위력과 군사적 위력은
이미 강성대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아직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발전
의 핵심인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담보”라는 것이
다.21)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984년 평양제1고등중학
교22)를 시작으로 과학기술 수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를 확대 설립해나갔다. 1985년에는 각 도
소재지와 시 단위로 12개교가 세워졌고, 1999년부터는 각 시․군․구역까지 200여개로 늘어났
다. 그 결과, 2000년 기준으로 제1중학교가 북한 전체 고등중학교의 약 4%를 차지했다.23) 전국
의 모든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중학교→시․군․구역 제1중학교→도 제1중학교→평양제
1중학교’ 순으로 선발체계를 서열화함으로써 전체 중등교육을 등급화한 것이다.24)
제1중학교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20) 1999년, 200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21) 리창근,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나가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2000년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9.
22) 북한에서는 2002년 8월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각급 학교의 명칭을 개정
했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8월 이전에 등장하는 중학교는 고등중학교로, 이후에 등장하는 중학
교는 중학교로 표기한다.
23) 김유연, “북한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 19.
24)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회
학회. “교육사회학연구”제17권 제4호. 2007.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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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교육도 중시하였다.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중 김정일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
가 바로 정보과학 분야였기 때문이다.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설립되던 1984년 김일성이 동구권
순방 중 각국의 정보기술 발전상을 보고 최신 첨단기술에 관심을 가질 것을 지시한 것이 북한
에서 정보과학 분야가 주목받게 된 계기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1985년에는 평양, 함흥에는 전
자계산기 단과대학이 설립되고, 1986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콤퓨터센터’가 설치되었다. 1988
년부터 시작된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은 1990년에 세워진 조선콤퓨터센터(KCC)를 중
심으로 전산망을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과 자동화 요소 등을 생산하는 데 비중
을 두었다.25) 중등학교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성하고 있다. 제1중학교에서는 1980
년대 후반부터 6년 정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 중학교에서는 1998년부터 4학년 이상에
대해 주당 2시간씩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 2월 ‘전국프로그람 경연 및 전시회’에
서 김정일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과학 분야의 인력 양성체계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26) 또한 2000년 12
월에 북한 교육성은 각 시․도에 2~3개의 컴퓨터과학 ‘본보기학교’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컴퓨터 교육이 수재교육기관 위주로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본보기학교’는 주로 제1중학교를
선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발표문의 목적은 북한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
까지 북한의 수재교육이나 제1중학교에 대한 연구(김동규(1990), 손계림(2000), 강경숙(2001), 박
민수(2006), 조정아(2004, 2007), 정인숙(2008), 김유연(2014)), 그리고 컴퓨터 교육에 대한 연구
(박찬모 외(1994), 고수석 외(2002), 남성욱(2002), 전병길(2002), 송경준(2005), 성은모(2006), 진
성희(2006), 이용배(2014), 조정아 외(2015), 박지혜(2017))는 진행되었으나, 북한 제1중학교와 일
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비교하는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2001~2012년 「교육신문」27) 중 컴퓨터 교육 관련 기사와 2009~2011년 북한의 제1중학교와 일
반 중학교의 ‘콤퓨터’ 과목 교과서를 분석 대상 자료로 삼으려고 한다. 「교육신문」은 북한의
교육 전문 중앙신문으로, 북한의 교육 정책을 보여주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이다. 제1중학교
와 일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과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자는 석사논문에서 북한의 제1중학교가 1999년 200여개로 확대 설립되어 2000년대 중반까
지 전국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09년에 도 제1중학교와 시 제1중학교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제
1중학교가 다시 일반학교로 전환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제1
25) 박찬모 외, 『남북한 정보과학 비교 연구』,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1994, pp. 8-9, 남성욱,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서울: 한울아카
데미, 2002, p. 87.
26) “전국 프로그람 경연 및 전시회”, 「로동신문」, 1998년 2월 10일.
27) 「교원신문」은 2004년 3월 4일부터 「교육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으로 「교육신문」으로 표기하고, 2004년 3월 4일 이전 호는 「교원신문」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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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컴퓨터 교과서는 제1중학교가 축소되어 다시 소수의 인재들만 선발하여 교육하는 데 사
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북한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교육을 비교함으로써 북한 수재교육의 특징
과 차별성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북한에서 컴퓨터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12년제 의무교육 학제 개편 이후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것은 이 논문의 한계이다. 학제가 개편되면서 교육과정도 개정되었고, ‘콤퓨터’ 과목은
‘정보기술’ 과목으로 대체되었다.28) 그러나 ‘정보기술’ 과목은 제1중학교 교과서를 확보하지 못
해서 부득이하게 2012년 학제 개편 이전 ‘콤퓨터’ 교과서를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
힌다.

Ⅱ. 북한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육 비교
1. 제1중학교 컴퓨터 교육
가. 컴퓨터수재양성기지

북한의 컴퓨터 교육은 한정된 자원을 집중시켜 수재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로
동신문」에 따르면, 2000년 12월에 ‘콤퓨터수재교육강령’이 제정되었다고 한다.29) 김정일은 2001
년 1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컴퓨터 수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키울
것을 강조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를 20대 후반에 키우려면 이미 늦는다고 하면서, 중등
교육단계에서부터 10대의 유명한 컴퓨터 수재를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침
하에 ‘콤퓨터수재양성기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제1고등중학교와 금
성제2고등중학교에 ‘콤퓨터 수재반’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다. 컴퓨터 수재
교육만큼은 아래 학년부터 추리는 ‘피라미드식’으로 전개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수
학 경연이나 컴퓨터 경연을 실시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조치했다.30) 그리하여 매년 금
성제1, 2고등중학교의 컴퓨터 수재반은 100명 정도씩 입학하는데,31) 컴퓨터수재양성기지 합격생
은 출신 지역의 자랑이다. 판문군에서는 2001년 군 제1고등중학교에서 공부하던 두 명의 학생
28)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29) “콤퓨터수재를 비롯한 특출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자”, 「로동신문」, 2003년 5월 14일.
30) “콤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354-355.
31) 정창현, 『북한사회 깊이 읽기』, 서울: 민속원, 2006,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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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성제1고등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군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학용품과 생활필
수품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32)
김정일은 컴퓨터수재양성기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북한 교육 시스템이 부실해지고 교육 여건 조성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컴퓨터 수재반
은 2001년 2월 김정일의 지시로 전자공업성 산하의 전자제품개발회사에서 1,300여대의 최신형
컴퓨터를 기증받았다.33) 「교원신문」에 따르면, 김정일이 보낸 컴퓨터를 받은 일군들과 교원들
은 컴퓨터에 새겨 진 ‘2001’이라는 생산년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34) 이곳의 학
생용 컴퓨터는 내부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원의 컴퓨터와 자료 교환이 가능하고, 국가 컴퓨터
망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어 내나라, 광명, 과학기술통보사, 조선콤퓨터센터 등의 기관 홈페이지
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읽고 인쇄할 수 있다.35) 금성제1, 2고등중학교에 대한 김정일의 선물
은 2001년 5월과 7월에도 전달되었다.36) 2002년 4월에는 컴퓨터수재양성기지에 최신 교육설비
와 통학버스를 하사했다.37) 선물 하사에 대한 기사에는 공통적으로 그것을 받고 난 뒤 교원과
관리자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결의토론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표 1> 금성제1․2중학교 컴퓨터수재반의 교과목 구성
과 목

수업 시간(1년)

수준단계

콤퓨터 회로와 주변장치

80시간

익히기

C와 C+ + 언어 프로그람 작성법

280시간

익히기

원도우 조작체계

200시간

익히기

콤퓨터수학

120시간

배우기

자료구조와 알고리듬

200시간

배우기

Visual dBase와 Access

180시간

배우기

리눅스 프로그람 작성법

180시간

배우기

인공지능언어 lisp와 prolog

120시간

원리화

소 계

560시간

680시간

420시간

32) “정보산업시대의 주인공들을 축복한다 - 판문군에서”, 「교원신문」, 2001년 5월 3일.
33) 남성욱, 위의 책, p. 90.
34) “콤퓨터수재양성기지에 깃든 위대한 령도”, 「교원신문」, 2001년 5월 10일.
35) “정보산업시대의 주인공들이 자란다 – 평양학생소년궁전 콤퓨터소조실을 찾아서”, 「교원신
문」, 2001년 5월 10일, 정창현, 위의 책, p. 76.
3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금성제1,2고등중학교 콤퓨터반 학생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
다”, 「교원신문」, 2001년 5월 31일, 8월 9일.
3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콤퓨터수재양성기지들에 최신교육설비와 통학뻐스를 보내시였
다”, 「교원신문」, 2002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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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언어처리와 인공지능

160시간

원리화

콤퓨터통신과 네트워크

140시간

원리화

합 계

1,660시간

출처 : 탈북 과학자 A씨의 증언과 리수락, 「우리나라에서의 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의 현 실태와 전망」,
『科學技術』 2(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2003), p. 38을 참조하여 송경준(2005)이 재구성.

김정일은 컴퓨터수재양성기지의 학과목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38) 송경준(2005)에 따르면, 금
성제1, 2중학교 컴퓨터 수재반의 교과목을 위의 표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5학년부터는 컴퓨터
교육을 보다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90분씩 강의를 실시한다고 한다. 프로그램의 기초 원리를
파악하는 ‘익히기’ 단계는 1~2학년을 대상이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고 작성을 습득시키는 ‘배우기’ 단계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가르
치고 프로그램 개발의 자질을 갖추는 ‘원리화’ 단계는 5~6학년을 대상으로 ‘리론과 실천의 결합’
을 도모한다.39) 당시 금성제1고등중학교의 리창연 부교장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컴퓨
터 수재반을 신설한 이유가 ‘콤퓨터 미치광이’를 키워내는 것이라며 “콤퓨터 미치광이는 콤퓨터
만 있으면 개발도구를 쓰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중해 세상을 놀래는 독창적인 프로그람을
만들어 내는 인재”라고 말했다.40) 컴퓨터 수재반 학생들에게는 전공과목과 혁명역사, 수학, 외
국어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기타 기초과학교육 등은 가르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김정
일의 지시사항이었다.41) 실제로 2008년 관련 기사는 금성제1중학교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프로
그램을 개발했다고 서술하고 있다.42)

나. 교육 내용 및 방법

컴퓨터수재양성기지를 제외한 전국의 제1중학교에서도 컴퓨터 교육이 중시되었다. 교육 내용
은 추후 교과서 분석에서도 다루겠지만, 컴퓨터 장치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첫 단계로
실시되었다. 컴퓨터 장치 다루기교육에는 컴퓨터 설치 및 관리방법, 컴퓨터 시동․해제법, ‘건
반’(키보드), ‘영상표시장치’(모니터)와 인쇄기(프린터) 다루기, 디스크 및 기타 주변장치 다루기,
컴퓨터 고장 원인 해명 및 퇴치법 등이 속한다.43) 태탄군 태탄제1고등중학교의 리덕기 교원은
38) “콤퓨터수재양성기지에 깃든 위대한 령도”, 「교원신문」, 2001년 5월 10일.
39)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14-15.
40) “우리의 목표는 《세계 일등급》 꼬마예술인들과 함께 배우는 콤퓨터수재들”, 「조선신보」,
2001년 5월 7일.
41) “콤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356.
42) “콤퓨터수재들을 키우는데 큰 힘을 – 금성제1중학교 프로그람개발강좌에서”, 「교육신문」, 2008년
5월 8일.
43) “고등중학교학생들의 콤퓨터장치다루기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몇가지 문제”, 「교원신문」, 2001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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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형상적인 이야기와 그림풀이로 건반 사용법을 쉽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44) 또한
제1중학교 컴퓨터 교육의 핵심은 수학적인 고찰을 거쳐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다.45) 2003년 7월 김정일은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면서 “타자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람을 짜게 해야 한다.”라며 컴퓨터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한
다.46) 「교육신문」의 기사는 프로그램 작성의 기초를 잘 다져주려면 알고리즘 교육을 강화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47)
컴퓨터 교재는 컴퓨터 과목을 오랫동안 지도한 제1중학교 교원들이 집필했다. 컴퓨터수재양
성기지의 컴퓨터 수재반 교재는 컴퓨터 교육 및 과학연구원, 연구사들, 출판사 편집원 등이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집필했다. 김정일은 이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선물을 보냈다.48) 금성제1중
학교의 프로그램 개발 강좌에서는 교사들이 컴퓨터 수재를 키워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과서
와 참고서를 집필했다고 한다.49) 2003년에는 중학교용 컴퓨터 교재 집필사업이 완수되었다.50)
컴퓨터 교육은 수업시간 이후에도 과외학습지도로 충분히 다루면서 예습․복습할 것을 권장
한다. 컴퓨터 과외학습지도에는 집체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가 있는데, 학생들의 준비 정도와 특
성에 맞게 학습과제를 제시해주는 개별적 지도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외학습지도
에서는 학생들이 컴퓨터 학습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희(게임) 프로그램, 노래연주 프로그램, 지
능놀이 프로그램, 체육경기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관련 과목에서 배운 내용과 현실에서 부
딪치는 문제들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실기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응용능력을 키워주어야 한
다.51)
컴퓨터 소조52) 활동도 컴퓨터 교육의 좋은 예로 다뤄지고 있다. 영웅홍원제1고등중학교에서
는 우선적으로 컴퓨터 소조실에 컴퓨터 기술기초, 프로그램 작성법, 컴퓨터 조작체계, 컴퓨터
경연문제집을 비롯한 각종 참고서들을 가져다 놓았다.53) 사리원제1중학교에서는 컴퓨터 소조원
44) “형상적인 이야기와 그림풀이로 – 태탄군 태탄제1고등중학교 리덕기교원의 사업에서”, 「교원
신문」, 2001년 11월 15일.
45) “수학적고찰단계를 잘 마련하여 – 평성시 평성제1고등중학교 리승철교원의 교수에서”, 「교원
신문」, 2001년 3월 15일.
46) “(방문기) 더 높이 날으자”. 「교원신문」, 2003년 7월 24일.
47) “프로그람작성기초를 잘 다져주자면”, 「교육신문」, 2009년 7월 2일.
4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콤퓨터반교재를 만든 일군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교원
신문」, 2001년 6월 7일.
49) “콤퓨터수재들을 키우는데 큰 힘을 – 금성제1중학교 프로그람개발강좌에서”, 「교육신문」, 2008년 5월 8일.
50) “수재양성사업에 더 큰 박차를”, 「교원신문」, 2004년 1월 1일.
51) “과외콤퓨터학습지도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교원신문」, 2002년 6월 23일.
52) “① (같은 목적이나 지향밑에 조직되는) 작은 집단이나 조직. ② 어떤 부문에 취미를 가진 비전문
가들로 조직된 작은 집단. =써클.”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p. 774.
53) “소조운영을 활발히 - 영웅홍원제1고등중학교에서”, 「교원신문」, 2001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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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프로그램 기술 교육을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그들을 능력 있는 프로그램 기술자, 전문가
로 키운다고 한다.54)
북한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여름에 전국 교육부문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대회는 개인경연과 특기경연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고등중학교와 제1고등중학교 6학년 학생, 그
리고 전문학교와 대학교 학생이 참가 대상이다. 하지만 특별히 우수한 학생은 그보다 아래 학
년이라도 참가할 수 있다. 개인경연은 타자 경연과 프로그램 경연이 있는데, 제1고등중학교 경
연에는 ‘자료기지 관리문제’를 더 포함한다고 한다.55) 전국 단위 외에 도 단위로도 컴퓨터 다루
기 경연을 실시한다.56) 군 단위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경연도 개최된다.57)

다. 교원의 자질

제1중학교 컴퓨터 교육 담당 교원은 실력을 기준으로 선발된 강력한 교원들이 배치된다.58)
컴퓨터수재양성기지에는 과학연구 부문과 교육 부문에서 훌륭한 교원들을 선발한다. 금성제2고
등중학교에 임명된 컴퓨터 전문가 부교장, 컴퓨터 강좌장에게 보통교육 부문이 생소했다고 하
는 기사를 보니,59) 교육 실무자로서의 경험이 없더라도 컴퓨터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을 등용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컴퓨터 교육에 대한 기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교원의 자질이다. ‘교원들의 자질이
곧 컴퓨터 교육의 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교원들이 스스로 능력과 자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원들이 교육의 현대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
록 첨단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60)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다루기와 프로그램 작성방법에 대한 학교 차원의 실무강습을 진행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비교적 잘 다루는 수학교원이 다른 강좌 교원들을 도와주기도 한다.61) 또한 컴
퓨터 담당 교원을 다른 교원들이 도와주기도 한다.62) 주1회 교원들에게 컴퓨터에 대해 가르쳐
54) “프로그람기술교육에 큰 힘을 넣어 – 3중영예의 붉은기 사리원제1중학교에서”, 「교육신문」,
2009년 7월 2일.
55) “제2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 조직요강”, 「교원신문」, 2001년 6월 28일.
56) “소조운영을 활발히 - 영웅홍원제1고등중학교에서”, 「교원신문」, 2001년 7월 5일.
57) “모두가 콤퓨터를 다룰수 있게 – 초산군 영예의 붉은기 초산제1중학교에서”, 「교원신문」,
2003년 3월 6일.
58) “교원의 높은 실력은 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 「교원신문」,
2001년 6월 14일.
59) “작전을 치밀하게 - 금성제2고등중학교에서”, 「교원신문」, 2001년 5월 10일.
60) “교원의 높은 실력은 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 「교원신문」,
2001년 6월 14일.
61) “콤퓨터를 능숙히 다룰수 있게 – 강계시 영예의 붉은기 강계제1고등중학교에서”, 「교원신문」,
2001년 7월 26일.
62) “콤퓨터교육에 큰 힘을 – 숙천군 숙천제1고등중학교에서”, 「교원신문」, 2001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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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컴퓨터강의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63)
교원들에게는 컴퓨터 과목에 대한 교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교재 내용
을 깊이 분석하여 교수안을 작성하고, ‘해보기수업’과 교수합평회, 방식상학 등을 통하여 교원들
이 서로의 발전을 돕도록 장려한다.64)

라. 교육 설비

제1중학교의 컴퓨터 교육 설비는 일반 중학교보다 우선하여 마련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수재양성기지의 경우에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1,300여대의 컴퓨터를 기증 받았
고, 2003년 조선신보사에 따르면 평양제1중학교는 100여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65)
그러나 당 차원에서 직접 컴퓨터 설비를 갖추어 준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 각 학교가 ‘자력
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컴퓨터 교육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만들라는 것이다.66) 태탄군 태탄제1중
학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학교 자체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고, 후원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교육실에 컴퓨터와 직관물들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67) 시중군 시중제1중학교는
후원단체들과 군의 도움으로 10여대의 현대적인 컴퓨터를 마련했다. 안정적으로 전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변압기도 갖추어 놓고, 설비들을 표준 조작법대로 다루도록 대책도 취하고 있다
고 한다.68) 염주군에서는 2001년 일군들이 군 내 학교의 컴퓨터 공급에 관심을 가진 결과 40대
의 현대적인 컴퓨터를 보내주었는데, 제1고등중학교의 컴퓨터교육실을 본보기로 잘 꾸리고, 다
른 학교들도 그 학교의 수준으로 꾸려 나가고 있다고 한다.69) 2012년 탈북한 순천제1중학교 출
신 북한이탈주민은 학교에 50~60대 정도의 컴퓨터를 갖춘 컴퓨터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70)

2. 일반 중학교 컴퓨터 교육
가. 서중중학교

북한의 컴퓨터 교육은 일찍이 수재학교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1998년부터는 일반 중학교에서
도 컴퓨터를 가르쳤다. 1999년 제1고등중학교가 전국의 시․군․구역까지 200여개로 확대된 후
63)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 신원군 영예의 붉은기 신원제1고등중학교에서”, 「교원신문」, 2001
년 12월 6일.
64) “콤퓨터교육을 담당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자”, 「교원신문」, 2001년 5월 10일.
65) “평양제1중학교를 찾아서”, 『조국』 6, 조선신보사, 2003, p. 48, 송경준, 위의 글에서 재인용.
66) “콤퓨터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하자”, 「교원신문」, 2001년 2월 1일.
67) “교원들의 콤퓨터기술수준을 높인다 – 태탄군 태탄제1중학교에서”, 「교원신문」, 2002년 12월 19일.
68) “콤퓨터교육에 힘을 넣어 – 시중군 시중제1중학교에서”, 「교원신문」, 2003년 2월 27일.
69) “콤퓨터교육에 큰 힘을 - 염주군에서”, 「교원신문」, 2001년 5월 24일.
70) 북한이탈주민 면담(2017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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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지원은 제1고등중학교에 우선 집중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제1중학교
정책에 조금씩 변화를 주다가, 2009년에는 도 제1중학교와 시 제1중학교의 일부만 남기고 모두
다시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였다. 제1중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수습
하고,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한 것이다.71)
2009년에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면서 김정일은 4월에 락원군 서중중학교, 8월에 문천시 문천
중학교를 현지지도했다. 그 중 서중중학교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매우 강조했다. 김정일이 ‘바닷
가 마을 학생들을 위하여 군인건설자들을 몸소 파견’해 새로 지어준 서중중학교에서 컴퓨터 교
육을 비롯한 중등교육 분야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중중학교는 1979년부
터 2006년까지 1,09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이다. 김정일은 아직 중등교육 단계에
서 컴퓨터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중중학교에
서 시범적으로 중학교 컴퓨터 교육을 해보자고 말했다.72) 서중중학교에는 조선노동당에서 보내
준 많은 컴퓨터로 수십 대씩 들여놓은 2개의 실습실을 꾸렸다고 한다.73) 김정일은 이 학교의
교원과 과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컴퓨터 교원이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박사원을 나왔다고 하
지만, 그래도 지방의 교육수준과 평양의 교육수준 차이는 크다면서 금성학원이나 금성제1중학
교에 가서 참관도 하고 필요한 강습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또한 중학반 1학년부터 3학년
까지는 타 학교와 같은 과정안을 집행하고, 4학년부터는 컴퓨터기술대학 학원반 과정안을 집행
하는데, 두 가지 과정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74)
이와 같이 지방에 있는 일반 중학교에 직접 현지지도를 나가 컴퓨터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학
교수준별, 지역별로 차이가 나던 정보기술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001
년에 컴퓨터수재양성기지를 설치하면서 ‘피라미드식’으로 진행했던 컴퓨터수재교육을 2009년 들
어서는 중등일반교육에서의 컴퓨터 교육으로 보편화했다. 이미 당의 우선적인 지원을 받으며
북한 나름대로의 최신식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수재양성기지의 수업을 따라 배움
으로써 일반 중학교에도 그 노하우가 전수되길 바랐다.

나. 교육 내용 및 방법

일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육 내용은 제1중학교와 학습내용의 학년별 수준 및 난이도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컴퓨터 다루기와 프로그램 작성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다. 2007년 출
판된 중학교 2~6학년 ‘콤퓨터’ 교과서를 보면, 2, 3학년 때는 컴퓨터 다루기, Paint 그림 그리기,
71) 김유연, 위의 글, pp. 38-43.
72) “서중중학교는 콤퓨터교육을 비롯한 중등교육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24』,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p. 154.
73) “(방문기) 빛발 – 콤퓨터실습실을 찾아서”, 「교육신문」, 2009년 6월 11일.
74) “서중중학교는 콤퓨터교육을 비롯한 중등교육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24』,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pp.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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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료관리에 대해 배우고, 4, 5학년 때는 VB(Visual Basic)의 기초개념과 기본문법, 표준
조종체의 이용, 도형 처리, 정보처리 등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6학년 때는 문서편집 프로그램
Word와 표 계산 프로그램 Excel에 대해 배운다.75) 2010년 이후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서 살펴볼 예정이다.
일반 중학교에서도 컴퓨터 소조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평양동흥고등중학교에서는 컴퓨터 소
조를 맡은 박선주 교원이 2, 3학년의 낮은 학년 학생들은 수학, 물리, 화학과 같은 기초과목 학
습을 기본으로 하고 점차 컴퓨터 건반 다루기, 컴퓨터 지능놀이 등을 가르치는 예비조로 묶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작성 지식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본조로 묶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평가하여 개별 지도도 실시하고, 조선콤퓨터센터와 3대혁명 전시관, 전국 프로그램 전시회
등에 참관 및 견학을 하기도 한다.76)
일반 중학교 컴퓨터 교육 관련 기사에서는 제1중학교와 달리 도 단위나 구역 단위, 혹은 학
교 자체적으로 조직한 컴퓨터 경연에서 순위권에 들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다. 교원의 자질

일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원이 어떻게 양성되고, 배치되는지 알 수 있는 기사는 많지 않다. 다
만, 2002년 평양률곡고등중학교에 대한 기사에는 컴퓨터 담당 교원이 본래 수학 전공이었는데,
생소하고 쉽지 않은 컴퓨터 과목을 맡게 되어 전문성을 기르고자 열심히 노력했다는 내용이 나
온다.77) 일반 중학교에서도 교원들이 컴퓨터 소양을 기르기 위해 자질향상사업을 실시했다고
한다. 평양봉학중학교 교원에 대한 기사는 그녀가 수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우수한 컴퓨터
수재로 발굴하여 키웠다고 서술하고 있다.78)

라. 교육 설비

2001년 북한 컴퓨터 보급률은 185명당 1대였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 한 대 정도
의 컴퓨터를 교원과 학생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386급 10만대, 486급 3만대,
펜티엄급 500대 미만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펜티엄급은 주로 조선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정부기관과 대형기업소, 대학 컴퓨터 관련학과에서 사용하고, 교수와 일반 대학생들은 주
로 386과 486급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분석되었다.79)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급
75) 『콤퓨터』 중학교 2, 3학년 / 중학교 4, 5학년 / 중학교 6학년, 교육도서출판사, 2007.
76) “콤퓨터소조를 실속 있게 운영 – 2중영예의 붉은기 평양동흥고등중학교에서”, 「교원신문」,
2001년 3월 15일.
77) “《우리 콤퓨터선생님》 - 2중영예의 붉은기 평양률곡고등중학교 신혜옥교원”, 「교원신문」,
2002년 7월 4일.
78) “콤퓨터수재를 키웠다 – 영예의 붉은기 평양봉학중학교 차선옥교원”, 「교원신문」, 2002년 12월 12일.
79) 통일부, “2001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p. 50, 성은모, “남북한 교육정보화 정책 및 현황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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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우선적으로 최신 컴퓨터가 보급되었다. 김정일은 2001년 담화에서 컴퓨터수재양성기지
에 최신식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새로운 컴퓨터로 바꾸어줄 때 나오는 헌 컴퓨터는
지방에 있는 학생소년궁전에 보내주라고 지시한다.80) 북한의 컴퓨터 보급체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 중학교에서는 컴퓨터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 그림풀이식 직관판과 훈련용 모의건반으로
대신 교육을 실시했다.81) 컴퓨터가 있더라도 전력 공급이 쉽지 않아, 전원을 보장하기 위한 대
책을 세운다고 한다.82)

Ⅲ. 북한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과서 비교
조선노동당이 교육과정과 체제를 모두 결정하고 전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는 북한에서
컴퓨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려면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중학교용 컴퓨터 교과서는 2003년 집필이 완수되었다. 그 후 중학교 2~6학년용 교과서가 2007
년에 개정되었고, 2009~2011년에 또 한 번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2년 9월 전반적12년제의무교
육으로의 학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2013년 ‘콤퓨터’ 과목을 ‘정보기술’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심화하여 출판되었다. 현재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교과서를 모두 구할 수 있는 연도는
2009~2011년 개정판이다. 두 종류 교과서의 초판 발행연도와 쪽수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2009~2011년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 컴퓨터 교과서 초판 발행연도 및 쪽수
학년

제1중학교 교과서

일반 중학교 교과서

초판 발행연도

쪽수

초판 발행연도

쪽수

1학년

2010년

200쪽

2009년

100쪽

2학년

2010년

380쪽

2010년

104쪽

3학년

2010년

188쪽

2011년(2판)

104쪽

4학년

2010년

336쪽

2011년(2판)

93쪽

5학년

2010년

88쪽

2009년

207쪽

6학년

2010년

96쪽

2010년

96쪽

통한 협력적 교류 방안”, 「통일전략」 6(2), 2006에서 재인용.
80) “콤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20』,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357.
81) “정보산업시대의 믿음직한 주인들로 – 학산고등중학교”, 「교원신문」, 2001년 9월 5일.
82) “콤퓨터교육에서 틀어쥔 문제 – 영웅사미중학교에서”, 「교육신문」, 2009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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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중학교 컴퓨터 교과서는 일제히 2010년에 발행된 반면, 일반 중학교의 초판 발행연도는
2009~2011년에 걸쳐있다. 일반 중학교의 3, 4학년용 교과서는 현재 3판을 확인할 수 있고, 초판
발행연도는 나와 있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중학교 1~4학년까지는 제1중학교 교과서의 분량이
일반 중학교 분량의 2~3배에 달하는데, 5학년에 들어서는 일반 중학교 교과서 분량이 더 많다
가 6학년용은 같은 분량으로 집필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제1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심화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에 컴퓨터 수재를 발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아
래에서는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 컴퓨터 교과서의 학습 내용 구성 및 난이도, 영역별 학습
시기의 특성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1. 학습 내용의 구성 및 난이도
북한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주요 학습 내용은 대동소이하
지만, 제1중학교 교과서가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추가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시로 1,
2학년 컴퓨터 교과서의 목차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제1중학교 교과서에만 있
는 내용은 밑줄을 그었고,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 교과서에 같은 주제로 등장하나 단원 제목
이나 구성이 다른 단원은 이탤릭체로 표시했다.
<표 3> 제1중학교 및 일반 중학교 1, 2학년 컴퓨터 교과서 목차 비교
학년

제1중학교

일반 중학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콤퓨터란 무엇인가

제1장. 콤퓨터란 무엇인가

제1절. 콤퓨터가 하는 일

제1절. 콤퓨터가 하는 일

제2절. 콤퓨터는 어떻게 동작하

제2절. 콤퓨터는 어떻게 동작하

는가

는가

제3절. 콤퓨터의 발전과정
1학년

실 습

제2장. 그림그리기
제1절. 윷놀이판그리기

제2장. 그림그리기

제2절. 윷말과 윷가락그리기

제3장. 문서의 입력

제1절. 윷놀이판그리기
제2절. 윷말과 윷가락그리기

제1절.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
여》

실 습

제3장. 문서편집의 기초

제2절. The ABC Song

제1절. 문서편집프로그람 《글》
제2절. 서체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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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식의 입력

제1절. 생일축하장

제4절. 영문의 입력

제2절. 분단의 자랑

제5절. 간단한 문서만들기

제5장. 《붉은별》에서의 자료관리

실 습

제1절. 파일과 서류철의 개념

제4장. 선전물만들기

제2절. 콤퓨터의 내용찾아보기

제3절. 서류철의 만들기와 지우

제1절. 생일축하장만들기
제2절.

선전물

《콤퓨터의

구

성》

기
제4절. 외부기억기에서 자료관리

실 습
종합문제
제5장. 《붉은별》에서의 자료관리

제1절. 파일과 등록부의 개념
제2절. 콤퓨터의 내용찾아보기

제3절. 등록부다루기
제4절. 각종외부기억기에서 자료
관리
머리말

머리말

제1장. 《붉은별》의 사용환경설정

제1장. 《붉은별》의 사용환경설정

제1절. 화면과 마우스, 소리의

제1절. 화면과 마우스, 소리의

사용환경설정

사용환경설정

제2절. 새로운 프로그람 및 장치의
설치

제3절. 여러가지 환경설정

제3절. 여러가지 환경설정

2학년

제2절. 새로운 프로그람의 설치
제2장. 표계산

제4절. 콤퓨터망

제1절. 성적표만들기

제5절. 하드디스크의 구획관리

제2절. 경쟁도표만들기

제2장. 성적표

제3절. 간단한 자료관리

제1절. 성적표만들기

제3장. 2차원화상처리

제2절. 총점과 평점구하기

제1절. 화상편집의 기초개념

제3절. 자료의 형식화

제2절. 원뿔만들기

제3장. 우리 학급 자료기지
제1절. 자료기지의 개념과 기초
조작
제2절. 자료기지만들기

제4장. 2차원화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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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화상편집의 기초
제2절. 기본도구창문과 화상창문
제3절. 층과 려과기
제4절. 화상처리
제5장. 간단한 동화상만들기
제1절. 동화상프로그람
제2절. 화상작업
제3절. Flash의 모형들
제4절. 동화상만들기

1학년 교과서는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 교과서의 목차 내용 및 순서가 유사하다. 그러나
제1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제1~4장에 ‘실습’이나 ‘종합문제’가 추가되어 있다. 일반 중학교 교과서
에도 실습이 있기는 하나, 제1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실습을 요구하고 있다.
각 절이 끝날 때마다 ‘련습문제’가 등장하는데, 제1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배우는 내용이 더 많은
만큼 문제 수도 더 많고, 꼼꼼한 복습을 필요로 한다. Microsoft Word를 북한식으로 개발한 프
로그램인 ‘글’의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제3장에서는 제1중학교 교과서가 ‘차림표(메뉴)’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고 있다. 일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글’의 구성에 대해서만 짚어준 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지만, 제1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각 메뉴의 기능과 문서 보관 및 열기 방법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준 뒤 실습을 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컴퓨터 운
영체제(OS)인 ‘붉은별’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1중학교 교과서
의 ‘등록부’와 일반 중학교 교과서의 ‘서류철’은 동일하게 폴더를 의미한다.
2학년 교과서는 제1중학교 교과서 분량이 380쪽으로, 일반 중학교 교과서의 3배 이상이다. 그
만큼 일반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콘텐츠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제1장 제2절 ‘새로운 프
로그람 및 장치의 설치’에서는 일반 중학교 교과서와 공통적으로 통합사무처리프로그램 ‘우리’
와 Windows 환경지원프로그램 ‘만능’ 2.0, 화상처리프로그램 ‘환상’을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 뒤에는 제1중학교 교과서에만 등장하는 전자문서편집기 Acrobat과 인쇄기를 설치하는 방법
이 나온다. 제1장 제4절에서는 컴퓨터들의 ‘호상 접속된 묶음’을 뜻하는 ‘콤퓨터망’의 개념과 설
정 방법에 대해 나오고, 제3장에는 ‘자료기지’의 개념과 조작 방법이 등장하는데, 일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3학년 교과서에 등장한다. 제2장에는 Microsoft Excel를 북한식으로 개
발한 ‘표’ 사용법에 대해 나온다. 이때 일반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제1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용
지(Sheet)’나 ‘렬(열)’의 숨기기 기능, 파일 저장 방법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일
반 중학교에서는 제2장에 ‘경쟁도표 만들기’와 ‘간단한 자료관리’가 나오는데, 제1중학교 교과서
에서는 이 내용을 3학년 대상으로 함수 등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2차원 화상처리’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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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환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원뿔 만들기, 입
체문자 만들기, 이미지 합성하기 등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지만, 제1중학교에서는 ‘환상’ 프로그
램의 구성과 여러 가지 기능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실습해보도록 유도한다. 마지
막으로 제5장 ‘간단한 동화상 만들기’는 Micromedia Flash M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플래시를
만드는 고난이도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일반 중학교에서는 이 내용을 6학년이 되어서야 다룬
다.

2. 영역별 학습 시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과서는 학습 내용의 구성과
난이도만 다를 뿐 아니라, 영역별 학습 시기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학습 시기가 다른 내용
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제1중학교 및 일반 중학교 영역별로 상이한 학습 시기
학습 내용

제1중학교

일반 중학교

‘글’ 서체에 대한 개념

1학년

3학년

콤퓨터망

2학년

3학년

자료기지 만들기

2학년

3학년

동화상 만들기

2학년

6학년

‘표’ 경쟁도표 만들기

3학년

2학년

‘표’ 간단한 자료정리

3학년

2학년

홈페지(홈페이지) 만들기

4학년

6학년

3차원 화상 만들기

4학년

5학년

다매체작품 창작

4학년

6학년

프로그람 작성 기초

5학년

4학년

영역별로 학습 시기가 엇갈리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일반 중학교보다 제1중학교에서 더 빨
리 배운다. 전국에서 우수한 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과학기술 수재로 키워내는 곳이
제1중학교이니, 일반 중학교 학생들보다 이해력도 빠르고 학습의욕도 뛰어날 것이다. 그런데 일
반 중학교보다 늦게 배우는 단원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의 경쟁도표 만들기와 간단
한 자료정리는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제1중학교 학생들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배우게 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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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교과서 해당 내용과 일반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내용을 비교해보면, 제1중학교 교
과서에는 도표 구성요소의 서식화나 도표에 자료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 간단한 통계처리
등 일반 중학교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북한 컴퓨터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프로그램 작성법도 일반 중학교에서는 4학년
때, 제1중학교에서는 5학년 때 배우게 된다. 모두 처음에는 컴퓨터가 풀어야 할 문제의 처리 내
용을 순서대로 적어놓는 ‘알고리듬(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이 부분도 제1중학교 5학년 교
과서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가르치는데,
제1중학교에서는 C언어를 배우고, 일반 중학교에서는 Gambas를 가르친다. C언어는 1971년 벨
연구소에서 리치(D.M.Ritchie) 등에 의해서 설계 개발된 시스템 기술용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고수준 언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술상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래밍하기 쉬운 편리한
언어라고 한다.83) Gambas는 BASIC 프로그래밍 언어의 object-oriented dialect이며, 리눅스 및
유닉스 계열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다.84) Gambas 언어는 C언어보다 고급언
어로서,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Ⅳ. 결 론
북한의 컴퓨터 교육은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산업의 자동화를 이룩함으로써 경
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보편화할 만큼 컴퓨터 보급률
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수재양성기관인 제1중학교를 중심으로 컴퓨터 교육을 전개해
나갔다. 2001년 컴퓨터 수재반을 설치한 컴퓨터수재양성기지는 그러한 ‘피라미드식’ 컴퓨터수재
교육의 산실이었으며, 김정일의 특별한 관심 속에 최신형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다. 반
면, 일반 중학교에서는 한 학교에 한 대 정도의 컴퓨터를 교원과 학생이 공유하며, 직관판과 모
의건반으로 대신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다가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격차가 심해지고 중등
일반교육이 약화되자, 북한은 2009년 도 제1중학교와 시 제1중학교의 일부만 제외하고 모든 제
1중학교를 일반 학교로 전환하였다. 다시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는 방침을 상징하듯 김정일은
‘바닷가 마을’의 서중중학교를 방문하여 컴퓨터 교육을 비롯한 중등교육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일반 중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은 계속 강조되었고, 2012년 학제를 개편하
면서 ‘콤퓨터’를 ‘정보기술’ 과목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본 연구는 「교육신문」 기사를 분석하고, 제1중학교 및 일반 중학교의 컴퓨터 교과서를 비
83)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C언어”, 2017년 6월 15일 검색.
84) WIKIPEDIA “Gambas”, 2017년 6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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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함으로써 북한 수재교육의 차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제1중학교 컴퓨터 교과서는
일반 중학교 교과서와 같은 주제라도 더욱 체계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학습 시기가 다른 영역도 존재하며, 대체로 제1중학교 학생들이 난이도 있는 단
원을 먼저 배우게 된다. 컴퓨터 교육에서 강조되는 프로그램 작성법은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
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일반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Gambas는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언어이기 때문에 제1중학교에서 사용하는 C언어가 아닌 Gambas로 가
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학제 개편 이후에도 ‘정보기술’ 과목에서 Gambas 언어를 가르친
다.
북한의 정보기술교육은 앞으로도 ‘전민과학기술인재화’85)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발
전해나갈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제1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비교를 위해 2009~2011년에 출
간된 ‘콤퓨터’ 교과서를 분석했지만, 2012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실시 이후 개편된 ‘정보기술’
과목에서는 어떻게 컴퓨터 인재들을 양성해나가고자 했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85) 김지수, “제7차 로동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2016-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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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육의 수동적 혁명의 특징과
통일교육의 과제
안승대(대구미래대학교)

Ⅰ. 서 론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분단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미완의 해방이었으며, 완전한 독립국가, 자주 통일국가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좌절된 혁
명이기도 하였다. 혁명이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근본적인 사회변
혁이라고 하였을 때, 수동적 혁명은 혁명 없는 혁명(Gramsci, 1999b :80) 즉 아래로부터의 요구
가 배제된 혁명 아닌 혁명이자 실패한 혁명, 좌절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동적 혁명은 아
래로부터의 요구를 무마하고 지배권력이 위로부터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말 그대로 수동
적인 혁명이자 혁명 없는 혁명이다. 1945년 시작된 분단은 2017년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분단이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자 민중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분단사회는 수동
적 혁명이 현재에도 진행되는 과정, 수동적 혁명의 연속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의 관점, 민중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분단은 민족의 공동체성을 해치고 민중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수동적 혁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람시(Antonio Gramsci)의 수동적 혁명론은 분단을 민족과 민중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분단으로 인해 강요된 체제와 이념, 편견과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분단을 민족의 관점에서 조망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람시의 수동적 혁명론의 관점에서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이는 우선, 그람시에 대한 연구자체가 한국사회에서 극히 미진할뿐더러 최근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지나간 유행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김종법, 2015: 21). 그람시의 헤게모니론과 시민사
회론 등이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정치현상, 권력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이론이라고 하였을 때,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수동적 혁
명에 관한 연구로는 박명림(1995)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지닌 수동적 혁명의 특징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명림이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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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한국사회가 수동적 혁명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 역시 수동적
혁명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강옥초, 1998)을 고려할 때, 분단과 통일이라는 중
차대한 한국사회의 연구주제에 대한 수동적 혁명론으로의 접근이 더욱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동적 혁명론에 따라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다
루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이 민족과 민중의 요
구에 반하는 수동적 혁명이라고 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분단의 형성과 전개과정, 그리고 분단구조와 분단체제와 수동적 혁명과의 연관성, 그
리고 남북한 권력의 형성, 유지, 강화과정 속에서의 수동적 혁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다. 둘째, 분단이 수동적 혁명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을 때, 남북한 권력은 이러한 수동적 혁
명을 위해 교육을 이용, 활용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러한 남북한 교육의 수동적 혁명
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한 교육론으로는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
다.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분단 하에서 형성된 분단교육의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여기에서는 남한의 반공교육과 북한의 주체교육의 분단을 위한 수동적 혁명에의 이용 및 활
용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통일이 수동적 혁명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스러운 가정이 존재하기에, 통일과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
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분단교육의 수동적 혁명의 특징을 극복해나
갈 수 있는 통일교육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분단과 수동적 혁명
1. 수동적 혁명
수동적 혁명은 그람시가 이탈리아 혁명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역사
를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통일과정의 문
제점을 수동적 혁명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이탈리아 부흥운
동이자 통일운동인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는 ‘피에몬테’왕국의 정복에 그치고 말았다. 리소
르지멘토는 혁명 없는 혁명, 수동적 혁명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그람시가 말하는 수동적 혁명
이란 대중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되 대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대함이 없이 대중을 체제에
부정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말한다(장문석, 2010: 270). 당시 민중의 절대 다수였던 농민의 참
여, 진보적이었던 행동당의 참여, 낙후된 이탈리아 남부지역의 요구는 배제된 채 이탈리아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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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왕정복고와 피에몬테 왕국의 영토확장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수동적 혁명은 혁
명 없는 혁명(Gramsci, 1999b: 80), 혁명/복고의 과정(Gramsci, 1999b: 143), 아래로부터의 요구
는 배제된 채 위로부터의 부분적 개혁에만 그치는 실패한 혁명86), 좌절된 혁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람시에 따르면, 단지 일부의 이익만 대변하던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 그들은
지배연장을 위해서 수동적 혁명을 활용하게 된다. 그들은 지배연장을 위한 통치술로써 민중의
요구를 수동적으로만 수용함으로써 기층의 요구를 무마하고 지배를 연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동적 혁명은 헤게모니 없는 독재이자 지배만 있을 뿐 지도의 기능이 없는 국가(Gramsci,
1999b: 138) 즉 피에몬트 식의 국가가 되어 지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수동적 혁명으로서의 분단
분단국가, 분단사회는 피에몬테 식의 국가, 수동적 혁명을 통해 지배하고자 하는 국가의 전
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분단의 형성과 전개, 분단국가의 통치방식은 수동적 혁명의 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첫째, 분단은 우리 민족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분단은 미완의 해방이자 미완의 혁명으
로서 수동적 혁명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분단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에 의
한 것(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a: 49)이었으며, 이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 완전한 자주 통일국가
를 염원하던 당시 민중의 요구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둘째, 남한과 북한의 정부수립과 뒤이은 제반 사회개혁 역시 민중의 뜻에 반하는 수동적 혁명의 성격을 지녔
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는 신탁통치를 결정한 바, 이는 독립정부 수립을 기대해왔던 우
리 민족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다87).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뒤
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1948년 9월 9일)은 통일을 염원하던 민족의 뜻에 반하는 수동적 혁명으
로서의 미완의 건국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당시 민족의 과제였던 독립국가 건설과 식민잔재의 청산(전재호,
2011: 128) 대신 친일파 등용과 반공주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수동적 수구적 방법으로의 국가건설 방식을 택했
다. 이후 반대세력 탄압의 도구로서의 보안법 파동,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의 토지개혁 방식 등은 당시 민
중의 요구와 이해와는 거리가 먼 반민주적인 수동적 혁명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의 탄생 역시 민중(인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련에 의한, 위로부터 주
어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의 모태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소련군 사령부의 포
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가졌으며, 소련의 도움으로 김일성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b, 28-29). 북한의 사회개혁 역시 수동적 혁명의 방식으
86) 수동적 혁명은 실패한 혁명으로서의 리소르지멘토를 일컫는 것이다(장문석, 2010: 271).
87) 1945년 12월 미, 영, 소, 중국 외상은 모스크바에서 한국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장 5
년 동안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a: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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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진적인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변혁을 수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참여는 매우 제약된, 수동적 혁명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었다(이윤갑,
2008: 170).
셋째, 분단국가의 통치방식 역시 수동적 혁명의 방식이었다. 수동적 혁명의 통치방식은 지도
의 기능 없이 지배만 행하는 것, 즉 헤게모니 없는 독재의 방식이다. 남북한의 분단사회는 지적
도덕적 지도력 즉 헤게모니에 의한 통치 대신, 권력과 힘에 의한 독재정치의 방식을 취해왔다.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시기 즉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러
한 힘과 강압적 위력에 의한 통치방식, 독재정치의 통치방식을 취해왔다. 북한의 김일성, 그리
고 뒤이은 김정일, 김정은의 유일체제 또한 이와 같은 반민주적 강압적 방식의 통치방식을 고
수하고 있다. 1955년의 소련파와 연안파의 숙청, 1967년의 갑산파 숙청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반대세력이나 잠재적 반대세력을 북한의 유일체제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남한과 북한의 이와 같은 수동적 혁명의 통치방식은 분단체제, 분단구조로 인해 가능한 것이
기도 하였다. 분단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과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국면 조성을 통해 대내적
단결과 통합, 정권안정화에 이용하는 적대적 의존관계를 가능하게 하였다(이종석, 1998: 33). 분
단은 또한 남북한의 체제 혹은 정권이 큰 변동 없이 유지, 연장되는 체제범위의 한계선으로 작
용했다. 남한은 반공국가이되 동시에 민주체제를 지닌, 즉 분단국가이자 민주국가여야 한다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반공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하한선 속에 놓였으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큰 제약조건이었다(최장집, 1996: 22). 북한은 미소 분할 점령 속에서 공산체제이자 분단
체제여야 한다는 체제전개의 범위(박명림, 2002: 155)속에 놓여 있었으며, 이는 국가의 일당지배
를 가능케 하는 수동적 혁명의 근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식 체제,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체제전개의 한
계와 분단체제라는 한계 속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제약에 놓여 있었다. 분단(구조)
은 남북한 정권이 상대방과의 대결구조 속에서 체제안정과 정권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근본요인
을 제공했다. 또한 분단체제이자 민주/공산체제라는 분단의 한계선 역시 남북한 정권의 안정화
와 체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결정적 요인을 제공해왔다.
분단사회, 즉 남북한 사회는 분단의 한계선, 분단의 체제범위의 제약 속에서 각각 정권 안정
화와 체제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남북한 사회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민주적 방식이나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렴하는 능동적 방식 보다는 수동적 방식, 권위주의적 방식, 독재정치의
방식으로의 통치방식을 취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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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단교육과 수동적 혁명
1. 교육과 수동적 혁명
그람시(Gramsci, 1999a: 246-301)의 언급을 통해, 수동적 혁명의 발생과정 및 교육의 수동적
혁명의 기능과 역할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대중들이 혁명을
뜻하는 요구를 하게 된다. 국가의 위기, 지배계급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배계
급은 “선동적인 약속”을 통해 “통제력을 재흡수”하고자 한다. 이른바 수동적 혁명의 전략을 시
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동과 선전”, “변절주의”88)등의 수동적 혁명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탈리아 통일운동인 리소르지멘토 과정에서도 이러한 수동적 혁명 전략은 동일하게 나
타난다. 지배집단은 하위집단의 국가 통제로부터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동의 확보 및
통제를 시도한다(Gramsci, 1999b: 71). 그들은 선동을 통해, 국민을 대상화함으로써 이러한 통제
와 동의확보를 시도한다. 이들은 지도의 기능 없이 지배의 기능을 지닌다는 것(Gramsci, 1999b:
138), 헤게모니 없는 독재임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수동적 혁명 그 자체이다.
교육의 수동적 혁명의 기능과 역할은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주어진다. 민중의 혁명적 요
구에 반하는 일부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들은 지배연장을 위해 헤게모니 없는 독
재, 혁명 없는 혁명인 수동적 혁명을 시도하게 된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선전과 선동, 선동적
인 약속을 시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동의창출을 위한 교육, 이데올로기89) 교육을 시
도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들의 이익일 뿐인 일부 세력들만의 이데올로기를 전체의 이익인 양
교육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국민과 국가를 형성하고 반대세력을 무마하는 한편, 체제정
당화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람시가 비판하고 있는 당시 이탈리아의 파시즘 교육이 지닌 수동적 혁명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람시는 「옥중수고」 “교육론”을 통해 당시 이탈리아의 교육, 파시스
트 정부인 무솔리니 정부의 1923년 “젠틸레 교육개혁”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젠틸레의 교육
개혁이 파시즘 정부를 옹호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이다.90) 그람시가 보기에 젠틸레의 교육개혁
즉 능동적인 학교론은 직업학교에 다름 아니며 이는 사회적 차별을 영속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88) transformism. 상대세력의 부분적인 흡수, 혹은 분열전략
89) Marx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데올로기를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 즉 허위의식
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러한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뜻
한다.
90)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지배계급은 농민이 기술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또한 그들은 피지배계급
이 무지상태로 있기보다는 주의 깊게 계산된 계몽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
하다고 보고 도덕교육과 종교교육을 강조했다(김성태, 2010: 40). 젠틸레의 교육개혁은 이런 흐름
과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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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Gramsci, 1999b: 55). 또한 젠틸레의 국민교육론은 도덕과 종교교육을 통해 파시즘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람시는 보았다. 그람시는 “교육론”에서 민
속 등 기존의 낡은 세계관에 대항하는 시민교육, 노동교육, 변증법적 세계관에 대한 교육을 강
조하고 있는데 이는 젠틸레 교육이 지닌 이와 같은 보수적 수동적 혁명의 교육의 문제를 파악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람시가 보기에 젠틸레의 교육은 이탈리아 혁명을 억압하고 등장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을 옹호하는 교육, 즉 수동적 혁명으로서의 교육이었던 것이다91)92).
그람시에 따르면 교육은 법과 함께 국가의 가장 강력한 통치기구이며, 수동적 혁명의 중요 도
구이다. 젠틸레의 교육은 파시즘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동적 혁명의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젠틸레의 교육은 파시즘 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새로운 국가관과 의식을 형성케
하는 것, 즉 파시즘 국가의 국가관을 지닌 국민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었다93)94).
젠틸레는 국가관과 민족의식이야말로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았다. 그는 리소르지멘토
의 사상과 정신이 파시즘으로 구현된 것으로 보았기에 이탈리아 국가, 이탈리아 민족을 파시즘
의 국가, 무솔리니의 국가관과 동일시하고자 하였다. 개개인의 자유는 국가 안에서 보장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의 성스러운 폭력은 정당한 것이었다. 국가는 절대적 가치이며 이를 구
현할 지도자로서 무솔리니 역시 위대한 지도자였다. 즉 그에게 개인은 국가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젠틸레의 교육론은 파시즘을 위해
충성하는 국민, 파시즘 국가 속에서만 그 삶이 가능한 전체주의적 교육론으로서 국민교육론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파시즘 권력을 유지 가능케 하는 교육, 수동적 혁명의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분단교육과 수동적 혁명
파시즘을 옹호하는 젠틸레의 국민교육론이 당시 이탈리아의 수동적 혁명의 교육론이었다면,
91) 그람시의 교육론은 무솔리니 정부가 1923년 실시한 젠틸레 교육개혁의 성격을 비판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오성철, 2000: 327).
92) 그람시는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지해나가는 현상을 수동적 혁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는 국가가 교육과 법을 통해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유지, 존속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정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
이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수동적 혁명인 것이다.(주진호, 1997: 38)
93) 헤겔은 절대정신의 구현체로서 강력한 국가건설을 주장한 바, 헤겔 우파였던 크로체와 그의 제
자인 젠틸레 역시 이와 같은 힘의 철학을 통한 파시즘의 제국주의화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
였다. 강력한 국가의 힘은 민족성이나 민족문화에서 나오기에, 젠틸레는 강한 민족성과 문화를
통한 국가의지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그는 애국심과 국가관, 민족의식, 도덕적 의무고양 교육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일체화 실현, 이를 통한 강한국가 건설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94) 젠틸레의 철학과 교육사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법(2015: 184-195)를 참조할 것.
- 60 -

2017 한국통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남북한의 분단교육은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분단권력을 유지 강화해 온 수동적 혁명의 교육이었
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분단교육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남한의 반공(안보)교육과 북한의 주
체교육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을 젠틸레의 국민교육론에 비추어봄으로
써 그 수동적 혁명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젠틸레의 국민교육론과 남북한의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반공교육은 반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분단국가로 출범한 한국 국가
는 그 정체성을 분단체제 유지에서 얻으려 하였고, 그 때문에 철저히 나머지 반쪽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따라서 반공교육은 우리교육의 중요한 내용이자 지식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
다(조미숙, 2006: 248). 반공교육은 이처럼 분단국가 분단체제 유지에 근본목적이 있는 수동적
혁명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반공교육은 이승만의 반공주의에 이어 박정희의 반공국시론과
승공교육, 전두환의 안보교육, 그리고 최근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안보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교
육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해 온 교육이었다.
주체교육95)은 주체사상에 근거한 교육으로서 주체형 인간96)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을 말한다.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에서 출발하였으나, 김일성으로의 권력집
중과 유일사상체계가 등장한 시점부터 주체교육, 즉 김일성 우상화교육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
다97). 이후 주체교육은 김일성 권력강화를 위한 교육이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교육으로서 기능해오고 있다.
반공교육은 전체주의 국가주의 교육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반공교육은 안호상의 일민주의
교육, 박정희의 유신교육(국민교육헌장), 전두환의 국민정신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안호상의 일
민주의는 반공, 멸공(문교부, 1988: 69)의 이념이었으며, 일민주의 교육정책은 사상정화교육과
숙청(박부권, 1989: 6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민주의는 민족도 국가도 정치도 문화도 국민
도 하나인 한 백성주의 즉 국가주의이자 전체주의 교육 그 자체였다98). 박정희의 유신교육은
95) 신효숙(2001)은 북한교육의 발전과정을 사회주의 교육에서 주체교육으로의 발전과정으로 보고
있다.
96) 주체형 인간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말한다. 북한교육의 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
주의 교육테제」는 유일사상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
사로 키우는 데 있다”(정성철, 1978: 26-27)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은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에 절대 복종하는 인
간형을 말한다.
97) 1955년 김일성이 반종파투쟁 과정 중 행한 “사상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 「경애하는
수령님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이라는 과목이 설치되면서 북한 학교교육에 공식 반영되었다.
98) 이승만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범석은 나치스를 공공연히 칭송한 국가주의 전체주의적 국
가와 민족을 강조한 사상가였다. 안호상의 일민주의는 공산주의 멸망을 절대적 사명으로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강조한 국가주의 그 자체였다. 이처럼 일민주의는 국가주의의 극단적 형태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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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전체주의 교육 그 자체였다. 유신체제는 대통령이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등 파시
즘적 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유신교육은 박정희 체제를 위한 국가 만들기, 국민양성에
그 목표가 있었으며,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임을 표방하는 국민교육헌장에서도 이러한 국가
주의 전체주의 교육의 특징은 잘 나타난다. 전두환의 국민정신교육 역시 이러한 국가중심 안보
중심의 반공주의 국가주의 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교육은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교육으로서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만이 강요
되는 국가주의 전체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
적 생명체론이라고 할 수 있다99).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
고 있으며, 여기에서 핵심은 수령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피동적 대상일 뿐이며, 국가와 당, 국
가지도자(수령)만이 주체인 것이다. “어버이수령 어머니 당”이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삶과 생명도 국가와 수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회주의 대가정 즉 유일체제에서
복종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주체교육은 따라서 전체주의교육 국가주의 교육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교육은 이처럼 주체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 수령에 대한 충실성만 강요하는, 유
일체제에 충성하는 인간은 만들어내는 교육(신효숙, 2001: 68)인 것이다.
이처럼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국가를 위한 인간,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
는 전체주의교육이자 국가주의 교육으로서 수동적 혁명의 특징을 지닌다. 수동적 혁명으로서의
교육은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인간, 헌신하는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정당성의 위기에 처한 국
가의 국민통제, 국가에 의한 피지배계급에 대한 동의확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둘째,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반민주성으로 인해 수동적 혁명의 특징을 지닌다100).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논리나 정서로서 모든 형태의 좌파적 사유를 금기시한다
는 점에서 우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암시하는 모순적 이념이다(권혁범, 2000:
33-54).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는 일상적 사고, 생활 영역까지도 스스로 검열케 하는
획일주의와 순응주의의 일종의 ‘자동반사의 회로판’으로 기능하게 됨으로서 비판적 생각이나 문
제제기, 기존 질서에의 도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으며 기존질서에 대한 도전자를 수세에 몰아
붙이고 탄압하는 명분으로 작용해왔다.
반공교육은 1963년 교육과정 개편에서 중학교에 “승공통일의 길”이 국정교과서로 개편되어
보급되는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에 반공 도덕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처음
으로 반공교육과정이 등장하였다(한만길, 2001: 143). 이후 박정희 유신체제는 반공을 지배적인
주의의 성격도 띠고 있었으며, 이러한 일민주의 국가는 반공국가 그 자체였다.(전재호, 2011:
131-136)
99) 북한의 유일체제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초하고 있다(이종석, 2000: 212).
100) 북한 주민들에게 뿌리내린 주체사상 중심의 사상적 체계와 남한 사회구성원들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내면화된 반공주의는 근대적 자유와 권리를 근원적으로 가로막아 온 분단규율로써 기능해
왔다(권혁범, 200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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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로 활용하여 국민들의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한만길, 2001: 150).
주체교육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교육이자 유일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반민주성
을 드러낸다. 북한교육은 초기의 사회주의 교육에서 주체교육으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사회주의
교육으로부터 왜곡되고 굴절되었다. 이는 평등을 강조하던 사회주의 교육이 일당독재를 옹호하
는 독재체제 유지교육으로 굴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우선, 유일체제를 강조하는 주체교육은 근본
적으로 민주성을 부정하는 교육이다. 또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대중이 수
령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는 이른 바, 지도와 대중의 결합 테제를 내세우고 있으며, 여기서 인
민대중은 수동화된 객체일 뿐 결코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체교육의 반민주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셋째,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체제를 정당화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 혁명으로서
의 교육의 특징을 지닌다. 반공교육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체제수
호논리와 방어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공교육은 공산주의 체제, 북한체제의 모순과 허구성, 호
전성을 알리는 한편, 남한체제의 우월성,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
다(한만길, 2001: 101). 이는 북한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남한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라는 흑백논
리에 기초(한만길, 2001: 102)함으로써 남한체제를 수호하는 방어논리로 기능하고 있다. 반공교
육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태도, 상대방에 대한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내부를 단결시키는 부정
적 통합성(권혁범, 2000: 43)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제와 정권안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반공교육은 분단체제를 수호하는 방어논리의 기능 또한 담당해왔다. 반
공교육을 통해 지배권력은 적화통일로부터 남한사회를 지키는 것이 절대과제임을 강변하였으
며,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반공교육은 분단체제 분단사회를 정당화하는 분단체제 유지 기능을
담당해온 것이다101).
주체교육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세력=북한=주체세력”의 논리로 분단을 이용하고 활용
하였다. 주체교육은 반미 반제교육을 통해 분단을 정권유지 체제유지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
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더 나은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김정일 선집 14: 341-342)

101)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아우르지 못한 결손 국가로서, 자신의 결여를 감추기 위해 상
대에 대한 적대심을 부추기고 자신의 정통성 강조를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왔다.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는 민족적 리비도의 좌절을 상대에 대한 원한과 복수의 감정으로 전치시켰다.
남과 북은 자신만이 합법적이고, 상대방 정부에 대해서는 괴뢰 또는 괴뢰집단으로 주장하였다.
분단체제는 “민족≠국가”로서 남과 북의 국민국가를 전치시켜 민족주의의 국가주의화를 만들어왔
다.(김성민 박영균, 2011: 1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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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세력 즉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민족주체 세력으로서 유일체제, 주체 사회주의의 우월성,
대남비방 및 왜곡선전, 반일 반미의식 고취 등이 민족, 남한, 통일에 대한 교육내용의 주된 내
용이다(차승주, 2012: 290). 주체교육은 사회주의의 우월성교육이자 김일성 유일체제에 대한 충
성심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체제유지교육, 체제정당화 및 옹호 교육 그 자치인 것이다. 또한 주
체교육은 분단된 상태의 불가피성을 설파하면서 주체세력 즉 북한식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당성을 내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분단체제를 용인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
라고 할 수 있다.

Ⅳ. 남북한 교육의 수동적 혁명의 성격과
통일교육의 과제
해방은 좌절된 혁명이자 실패한 혁명이었다. 해방 이후 진행된 분단국가의 수립 강화과정은
우리 민족의 염원과는 배치되는 분단강화의 과정 즉 수동적 혁명의 과정이었다. 수동적 혁명이
밑으로부터의 혁명적 요구를 무력화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해나가는 혁명 없는 혁명, 위로부터의
부분적 형식적 개혁, 혁명적 요구의 소극적 수동적 형태의 수용이라고 하였을 때, 분단의 형성
과 전개과정은 수동적 혁명 그 자체였다. 분단은 우리 민족, 민중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
졌으며, 분단사회와 분단국가의 형성과 강화과정 역시 민중의 이익, 민족의 이해와는 배치되는
방향, 즉 기득권의 옹호와 지배권력의 유지와 강화라는 방향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으로 대표되는 남북한의 분단교육은 분단을 유지 강화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수동적 혁명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젠틸레의 국민교육론은 이탈리아
의 혁명적 요구를 억누르고 등장한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권의 교육론으로서 수동적 혁명의 성
격을 지닌 교육이었다. 젠틸레의 국민교육론은 힘의 철학을 내세우면서 강력한 국가건설, 그리
고 이를 위한 민족문화, 민족의지, 국가의지 함양을 교육의 목표로 내세웠다. 젠틸레의 국민교
육론은 또한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을 내세움으로써 전체주의 국
가주의 민족주의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젠틸레의 국민교육론은 전체주의 파시즘
교육론으로써 체제정당화와 체제유지 교육, 반민주적 성격의 교육으로서 수동적 혁명의 교육론
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의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젠틸레의 국민교육론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
다는 점에서 수동적 혁명의 교육론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국가주의
전체주의 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반공교육을 대표하는 안호상의 일민주의, 박정희의 유신
교육, 전두환의 국민정신교육은 국가를 위한 개인적 희생의 당위성,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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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등에서 전체주의 국가주의 교육의 특징을 보여준다. 주체교육은 더 나아가 인민대중과 당
과 수령의 유기체적 통일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교육론의 특징을 보여준다. 반공교육과 주체교
육은 반민주적이라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일민주의 교육정책은 사상정화와 숙청에
다름 아니었으며, 유신교육 또한 국민들의 비판을 금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반민주적 교육론이었다. 주체교육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내세움으로써 인
민을 대상화 수단화하는 반민주적 교육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분단체제
독재권력을 옹호하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지닌다. 반공교육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
에 맞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교육을 통해 북한의 전적인 부정과 남한의 전적인 긍정
이라는 흑백논리를 주입함으로써 체제수호와 정권유지의 기능을 해왔다. 더 나아가 반공교육은
정통성 없는 북한으로부터 남한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분단국가주의102)를 지향함으로써 분단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 또한 담당해왔다.
주체교육은 반미 반제교육을 통해 체제유지에 기여해온 측면이 강하다. 주체교육은 미 제국
주의에 맞서는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유일체제를 강화하는 데
에 이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주체교육은 반제세력으로서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유일체제의 정
당성을 강조함으로써 분단체제 유지에 기여해 온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분단교육 안보교육의 영향력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
다. 남한의 경우, 반공교육이 노태우정권(1988-1993)에 이르러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되고, 김영
삼 정부 이후에는 통일교육으로 전환됨으로써 반공교육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김
대중 노무현정부는 화해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반공교육적
논의는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위축되었던 시기도 있었(박찬석, 2012: 7)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
부 들어 통일안보교육으로 명칭변경을 시도(박찬석, 2009: 168)하는 등 안보교육은 여전히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주체교육은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로 유일체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동적 혁명의 성격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는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
의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환하고 있다. 김정일 애국주의, 김정일의 혁명사상(김진환, 2013)을 강
조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를 정당화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교육은 이에 발맞추어 정
치사상교육의 초점을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과 김정은에 대한 찬양 숭배교육(한만길·이관형,
2014: 242)으로 옮김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가속화
된 경제난과 대외 고립 속에서 심화된 체제위기를 북한은 ‘안보국가’의 강조를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부터 강조되어온 강성대국 선군정치를 체제 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킴으로
써 체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정치 강성대국은 안보를 지고의 가치로 격상
102) 분단체제는 민족 대신 국가를 주인기표로 등장하게 하였다. 분단체제는 민족 없는 국가의 주인
화, 즉 분단국가주의로 귀결되었다(김성민 박영균, 201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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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안경모, 2015: 171) 안보국가, 안보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육강령
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의 목표를 “김정일 애국주의 구현”을 위한 “선군혁명 인재로 키
우는 것”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정신 육탄정신이 체질화되게 하는 것103) 에 둠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주체교육은 수동적 혁명론으로서의 안보교육 체제강화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분단이 지속되고 있듯이 남북한 교육에도 분단교육의 수동적 혁명의 특징은 지속되
고 있으며,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남북한 교육의 수동적 혁명의 특징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
고 있다. 통일교육의 과제는 이중적 의미에서의 탈수동적 혁명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분단
교육으로서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이 이중적인 수동적 혁명의 특징을 지녀왔기 때문이다. 민족
없는 국가의 주인화와 민중 없는 국가의 주인화가 그것이다.
분단체제는 결손국가104)로서 남북한에 두 개의 국가를 가져왔다. 결손국가로서 남북한의 국
가는 민족의 결여를 분단국가로 대신하고자 하였다. 분단국가는 민족전체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공백과 틈새를 정통성을 매개로 한 상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신하고자 하였다(박
영균, 2010: 382-383). 이를 통해 민족 없는 국가의 주인화 즉 분단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다.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각자 괴뢰정부로 비난 격하하면서 스스로를 민족의 정통성을
지닌 국가(자유민주주의국가, 주체 사회주의 국가)로 각각 자처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이러한
분단국가의 국민 만들기에 나서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국민은 시민이 아니라 신민(臣民), 백성
(김성민, 박영균, 2011: 156-157)에 다름 아니었다. 주체교육 반공교육은 이와 같은 신민화교육
에 다름 아니었으며, 이는 민족 없는 국가의 주인화이자 민중 없는 국가의 주인화였던 것이다.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민족의 공백을 대신 하는 분단국가의 국민 만들기를 위한 교육이었다.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민족이라는 주인기표를 상실한 채 그 자리에 분단국가의 국민을 채워넣
는 분단교육에 다름 아니었다.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또한 민중(시민) 대신 독재국가의 신민
만들기를 위한 교육이었다. 반공교육과 주체교육은 민중(시민)이라는 주인기표를 상실한 채 그
자리에 독재국가의 신민(臣民)을 대체하는 신민화교육에 다름 아니었다.
분단교육으로서 주체교육 반공교육은 이처럼 이중의 수동적 혁명의 기능 즉 민족 없는 국가
의 주인화와 민중(시민)없는 국가의 주인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이중적
수동적 혁명의 과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교육, 이중적 의미와 과정으로서의 탈수동적 혁명, 능동
적 혁명이어야 할 것이다. 분단체제의 해체와 내부의 민주화, 내부의 민주화와 분단체제의 해체
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최근 남한의 민주화가 반공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듯
이 남북한 사회 내부의 민주화와 분단체제의 해체는 밀접한 연관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105)
103)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자
104) 임현진(2005: 17)은 남북한을 한 민족이 주권을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
에서 결손국가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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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은 분단교육의 이와 같은 이중적 수동적 혁명의 성격을 극복해나가는 탈수동적 혁
명으로서의 교육, 능동적 혁명으로서의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Adamson(1986: 235)은 수동적
혁명의 극복과정으로서의 새로운 계급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는 차원, 즉 헤게모니적 차원의
권력장악을 완전한 혁명으로 보았다. 부시 글록스만(Sassoon, 167)은 이러한 완전한 혁명, 능동
적 혁명을 수동적 혁명과 대비하여 제시하였는데, 그녀에 따르면, 수동적 혁명은 수동적 동의,
대중에 의하지 않은, 반민주적인 국가주의적 지배, 억압적 관료적 지배, 헤게모니를 갖지 못한
독재라면, 능동적 혁명은 능동적 동의, 대중의 직접적 지배, 헤게모니적 지도력, 민주적이고 민
중에 의한 지배에 따른 반수동적 혁명임을 제시한 바 있다.
능동적 혁명으로서의 교육은 따라서 대중(민중)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배를 위한 교육, 민주
적이고 민중적인 혁명을 위한 교육, 국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
고 할 수 있다. 능동적 혁명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우선 탈분단교육이어야 한다. 능동적 혁명으로
서의 통일교육은 반수동적 혁명으로서 분단으로부터 벗어나는 탈분단교육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형성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교육은 수동적이고 대상화된 신민으로부
터 벗어나 시민으로 거듭나는 민주시민교육, 통일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통일시민 교육
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혁명으로서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과 같은 과거지향적 교육
으로부터 능동적인 미래지향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으로의 전환과정을 추구한다. 이는
N형 통일교육으로부터 P형 통일교육으로의 전환과정(안승대, 2014: 149)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N형 통일교육이 국가(nation)중심의 안보교육, 소극적 부정적(negative)가치, 소극적 부정적 통
합을 지향하는 교육이었다면, P형 통일교육은 평화(peace)를 지향하는 교육이자 적극적
(positive)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 인간(people)안보를 지향하는 교육이자 긍정적(positive) 가치
로의 접근과 다원주의적 다인종주의적 접근을 지향하는 교육을 말한다.
반공교육 주체교육이 수동적 혁명의 교육으로서 국가중심의 교육, 분단지향적 교육, 분단국
가의 국민만들기 교육, 분단국 臣民화 교육이었다면, 새로운 시대의 통일교육은 능동적 혁명의
교육, 분단을 자각하고 스스로 깨어있는 주인 기표로서의 시민교육이자 통일인으로의 자각교육,
통일시민 형성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105) 분단체제론은 두 개의 분단국가 체제 내부의 민주화는 분단해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분단극복
과 통일의 과제가 두 개의 분단국가 체제의 민주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김성민 박영균,
2010: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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