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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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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Joo,� Yunha� &� Uhm,� Chul� Joo.� (2019).� Content� analysis� of� reading� passages� of� North�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in� the� Kim� Jong-un� era.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4), 21-3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passages’ them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textbooks in 

terms of the above characteristics. To this end, we analyzed three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s and the related 

national curriculum which were revised in the Kim Jong-un era. The results show that topics such as science and 

environment were introduced most frequently in the English textbooks. In addition, various topics such as school life, 

foreign cultures and stories appeared in the reading passages in a balanced way. This confirms that North Korea 

attempts to teach English through themes of a wide range of topics. And some materials that support socialism and 

the Kim Jong-un regime were also found. Interestingly,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no materials containing 

anti-American or anti-South Korean attitudes were found. Comparing the contents of two Koreas’ English textbooks, 

we found that English textbooks in North Korea deal with themes similar to those in South Korea that follow the 

standards set forth in our curriculum.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understand a glimpse of reality, which is 

reflected in the textbooks, of North Korea's Englis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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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English textbook), 남·북한 영어교육 과정(English National Curriculum in South and North 

Korea),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1.� 머리말

최근 북미 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향후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 관심과 이목이 집

중되고 있다. 남북한 통일, 또는 전반적 교류 확대의 시대가 찾아온다면 평화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오랜 기간의 분

단으로 생긴 문화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넘어서야하는 사회통합의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

다. 특히 북한과 달리 남한은 일상 언어생활 가운데 영어적인 표현과 상품 이름 등이 빈번히 사용되기 때문에 탈북 

학생들이 남한의 기본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서구 문화권에서 들어 온 단위나 개념, 동

화 이야기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점(이현주, 2015)을 볼 때, 남북한의 외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국가 수준에서 검증된 자료로서 학습자들에게 국가의 교육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

는 기능을 하므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

비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북한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연구하고 이를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해보는 것은 사회적 통합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영어교과서의 읽기 지문 내용 분석은 젊은 지도자의 통치하에 변화하고 있는 북한 교육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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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한

취학 전 1년 유치원교육 취학 전 유치원 교육 자율 선택

소학교 5년 초등학교 6년

초급중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Dulay, Burt 그리고 Krashen(1982)에 의하면 언어 교육은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에게 새로운 언어 환경을 조성해줄 때 

시작되며, 교과서의 적절한 소재 선택과 배열(sequencing)은 학습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요인이다. 교과서에 학습자의 관

심을 끌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자료가 많을수록 학습자의 내적 동기가 자극되어 학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보다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지니게 한다(Dornyei, 1994). 또한 교과서의 소재에는 학생의 흥미와 배경지식

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Dubin, Olshtain, 1986), 교사의 지도상의 이점이나 학생의 정서적 측면과 실용성 역시 고려되

어야 한다(Fein, Baldwin, 1986). 이러한 기준은 북한의 영어교과서 내의 독해 지문 분석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중등학교 영어교과서 역시 국가의 교육 방침과 목적에 따라 집필된다고 볼 때, 이를 구

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김정은 시대의 영어교육, 더 나아가 중등교육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시도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북한의 영어 교육 정책이나 영어교과서 사용 어휘 분석, 말하기 

과업유형의 단순 분석에 치중한 반면에 교과서의 소재 및 내용 분석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이

후 2013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3권의 소재 및 내용을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개정 전·후 변화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가자료(supplementary reading) 

분석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답을 하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정권의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과 부가자료에 나타나는 소재 및 내용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개정 전·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김정은 정권의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읽기 지문 소재와 남한의 영어교육과정에 제시된 소재를 비교했을  

    때, 차이 및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의� 영어교육과정� 및� 교수목표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전반적 12년제 교육강령을 통해 학제개편을 단행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일부 교과목

을 신설, 폐지, 통합하고 수업 시수를 조정하였는데, 특히 과학기술교육, 정보화교육 그리고 외국어교육에 중점을 두

었으며 김정은 관련 정치사상 과목을 신설하여 체제 옹호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영어교육의 경우, 새로운 교과서를 

발행하고 이수 시간을 늘려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조정아, 이교덕, 강호제, 정채관, 2015). 

김정은 집권기의 교육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조정아 외 3인, 2015). 첫째, 정

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에 걸 맞는 인재로 창조형, 실천형 인재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육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 정책 기준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기존 6년제였던 중등학교

를 2개로 분리하여 유-초-중-고의 4개 학교 급 체제로 학제를 개선하였는데 이는 직업 직전단계 또는 대학 진학 

준비단계인 후기 중등교육의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김진숙, 2017). 북한과 남한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강령은 남한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서로 교육의 구조와 목적,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였다. 교육 강

령은 학교 전반의 총체적인 학업진행과정과 학년별 과목 및 시간 수를 규정하는 과정안과 학과목의 교수과정조직과 

교수내용 및 교수방법을 규제하는 교육강령의 중요 구성부분인 교수요강으로 구성된다(김진숙, 2017). 교육과정은 국

가 교육법과의 관련성, 전국 공통의 기준이자 지역 및 학교 수준 교육의 대표성 그리고 공식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

하다. 북한 영어교과서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아야 하지만 현실적

으로 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수집된 교육강령의 내용과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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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교수목표

1
스스로 깨우쳐가는 자세로 영어를 학습하며 다른 학생과의 협력 학습, 발표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와 방법 등을 조절

한다. 

2 일정 수준 이상의 일상생활 회화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3 복합문 구조의 문장을 읽고 이해하며 자기 견해와 함께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4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북한의 2013년 중등영어과 교육과정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등영어과 교

육과정에서도 고급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급중학교의 영어 교수 목표와 학년별 교수 목표는 다음 표 2와 3과 같

다(배제이, 2015).

표� 2.� 고급중학교� 영어� 교수� 목표�

표� 3.� 학년별� 영어� 교수� 목표1)

학년 교수목표

1

1. 지각적이며 적극적인 학습태도로 점차 자기 학습목표와 방법을 조정해 나가게 한다. 

2. 요청, 사과 등 일상생활회화 10-12개 문장으로 타 학과목 연관 주제 본문 내용을 듣고 말하기를 한다. 

3. 복합문구조문장 속으로 읽고 본문내용 파악, 35-50개 단어 복합문 문장 짓기, 영어 과외 도서를 사전 도움 없이 이해 능

력을 소유한다. 

4. 북한과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 사이의 언어생활 차이를 알고 언어실천에 적합한 계기에 이용하게 한다. 

2

1. 비교적 강한 학습의식, 열의를 가지고 협력활동, 학습과정과 결과 평가,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게 한다. 

2. 허락, 약속 등 일상생활회화를 12-14개 문장으로 듣고 말하는 능력을 소유한다. 

3. 복합문구조문장을 유창하게 읽기 통해 본문내용파악, 50-70개 단어 복합문 문장 짓기, 영어 과외 도서 이해 능력을 소유

한다. 

4. 위의 4번과 같음. 

3

1. 영어 학습에 강한 자신심을 가지고 지속, 자각적 학습태도 유지, 명확한 학습 목표와 방법, 활동구현을 한다. 

2. 충고, 확신 등 일상생활회화 14-16개 문장으로 타 학과목 내용주제 본문을 듣고 정보도출 후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말

하는 능력을 가진다. 

3. 복합문구조문장을 읽고 본문 내용을 파악한다. 70-100개 단어 문장 짓기, 영어 과외 도서 이해능력을 소유한다. 

4. 위의 4번과 같음. 

2.2� 북한� 영어교과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머리말은 교육과정과 김정은의 교시를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어 내용분석의 출발점으로

서 중요한 부분이다. 김정은 정권의 개정된 영어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유희연, 김정렬, 2018; 홍정실, 

김정렬, 2019)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교과서 머리말에 제시된 집필 방향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들은 개정 전 교과서

의 머리말에 언급된 교과내용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문예 소설에 국한하여 사회주의 사상 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김일성과 김

정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나타난 큰 변화라고 강조하였다. 

다음 표 4는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머리말의 일부이다. 북한 영어교과서의 머리말은 모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로 시작하고 ‘학생들은 고급중학교시기에 외국어에 정통할 높은 목표를 세

우고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혁

명인재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로 마무리된다. 해당 문구는 2, 3학년 교과서에서도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1) 배제이(2015)가 박사학위논문에서 제시한 학년별 영어 교수 목표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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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교수목표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과목 공부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외국어공부에서는 학생들자신이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교재를 많이 리용하면서 

강의에서 배운것들을 익혀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고급중학교시기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과 함께 외국어를 소유하여야 미래의 유능한 인재로 될수 있는 과학리론적

기초를 튼튼히 닦을수있다.

영어교과서는 고급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친근한 길동무, 다정한 벗이 되도록 학교생활들과 콤퓨터, 음악 등 흥미있는 내용들

을 주제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어를 빨리, 정확히 소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며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보는 원칙을 구현하는 방향에서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고급중학교시기에 외국어에 정통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외국어학습은 눈에 익히기도 하고 소리를 내여 류창하게 읽기도 하며 반복하여 써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읽는것을 들어

보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우주와 환경, 동물 등 흥미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한 언어자료들로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3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 나라 혁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동무들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조선혁명을 위하여 공부한다는 립장을 가져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 1권 218페지>

고급중학교 3학년은 학생들이 사회 및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과 함께 외국어실천능력을 기본적으로 완성해나가는 매우 중

요한 단계이다. 

고급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는 체육, 콤퓨터, 건강 등 흥미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하고 부단한 숙련과 반복을 통하여 ...

학생들은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효과적인 학습방법들을 적극 구현해나감으로써 1학년과 2학년에 이어 

더 높은 수준의 영어지식을 습득하고 실천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표� 4.� 영어교과서� 머리말2)

북한 영어교과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각급 학교의 명칭이 비슷하지만 계속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학

제는 1978년에 6년제 중등학교를 고등중학교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 고등중학교에서 중학교로 개칭하였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따라서 2002년까지 출판된 교과서에는 고등중학교로, 그 후에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중학

교로 칭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기에 2013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제를 개편하면서 초급중학교(3년)와 고급

중학교(3년)로 분리하였다(홍정실, 김정렬, 2019).

북한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휘 차원의 분석이 다수이며(김정렬, 김지영, 2017; 김정렬, 황서

연, 2018a; 2018b; 김지영, 이제영, 김정렬, 2017a; 2017b; 유희연, 김정렬, 2019; 황서연, 김정렬, 2017) 내용 측면

의 분석은 학위논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김단솔, 2017; 남은주, 2009; 안지민, 2012; 유명근, 2008; 이나리, 2011; 

이재원, 2014; 이효선, 2017; 정소영, 2010). 박약우, 김진철, 고경석, 박기화 그리고 정국진(2000; 2001)은 통일 대

비 교육과정 연구를 위해 전 학년 북한 영어 교과서를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여러 학자들의 교

재 분석 모형을 보완·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박약우 외 4인(2000; 2001)의 연구를 근거로 

우상화, 정치사상교육, 남한과 서구에 대한 왜곡과 비방, 공산주의 도덕, 과학 그리고 내용 중심 학습으로 지문의 소

재를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영어교과서 지문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북한 교과서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남·북한 교과서 비교 연구로 나뉠 

수 있다. 북한 교과서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교과서를 비교하였다. 정소영(2010)은 

북한 고등중학교 1,2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나리(2011)는 고등중학교 3,4,5 학년 교과서에 대해 분석하였는

데 읽기 지문이 타 교과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사회주의 교육 원리를 내세우는 북한의 교육이념을 알아볼 수 있

었다고 하였다. 한편 안지민(2012)은 북한 교과서는 듣기 비중이 거의 없는 읽기 위주의 교과서라고 하였고, 읽기 지문의 

소재가 매우 제한적이며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및 찬양 그리고 과학관련 지문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또한 왜 북한이 가

장 최고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재원(2014)은 교과서 지문을 북한 내부

에 관련한 소재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공통적 소재 외에도 세계 인구증가, 식량부족, 환경 문제 등의 소

재도 등장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경제 위기와 실리주의 추구, 외교 문제 그리고 세계화와 외부정보 유입 등을 언급하며 

북한 교육사회가 실용영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북한 영어교과서 역시 이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2) 북한교과서에 작성되어 있는 한글은 모두 북한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띄어쓰기와 철자가 우리말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영어교과서에 등장한 
머리말을 한글서식으로 변환하는 것 보다 북한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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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발행 연도 본문 수 부가자료 수 저자

고급중학교 1 2013년 9 9 최죽송, 박철호, 오선해, 황철진

고급중학교 2 2014년 8 8 김명옥, 김혜영, 전원제, 리무일, 박철호

고급중학교 3 2015년 7 7 박철호, 오선해, 황철진, 리무일

김정은 정권에 개정된 북한 영어교과서 연구에서 유희연과 김정렬(2018)은 북한의 2013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영어 교과서 구성 체제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의 외형 및 집필 방향의 변화, 개정 전후의 머리말 및 구성 체제

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머리말에 제시된 읽기 지문의 내용 변화에 대한 단순 분석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는 

연구가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홍정실과 김정렬(2019)은 2013년 개정 교육과정의 초급중학교 3학년과 고급중학교 3학

년 교과서 2권을 대상으로 김일성, 김정일 집권기의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일상

생활 소재가많이 나타났으며, 통합형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과서 내의 다양한 소재분석 연구 외에 유명근(2008)과 이율희(2015)는 교과서 내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 문화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도 김정은 정권 이전의 영어교과서에서는 자본주의와 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인종차별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정치 체제를 정당화 한다고 하였다.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로 남은주(2009)는 김정일 정권의 영어교과서 소재와 문화를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하며 

교육부에서 제시한 소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한의 교과서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

발하고자 하며 문화 학습을 언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교과서는 학습 소재의 다양성

이 부족하고 정치적 편향과 문화 왜곡 등이 관찰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특징이 탈북 학습자들이 남한 학습자들과의 영

어 실력 차이를 느끼게 되는 이유라고 하였다. 이효선(2017)은 김정은 정권의 개정 초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 1권을 남한의 

영어교과서와 1권과 비교연구 하였는데 남한 교과서에서는 일상적인 소재 중에서도 인간의 가치관을 다루거나 동물, 환경

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룬 반면, 북한은 이들에 대한 비중이 낮고 다른 학과목과 통합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체의 틀에 대한 일반적인 비교에 머물러 소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포함하

고 있지 않다.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3권의 목록은 다음 표 5와 같다.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는 단원 수만큼 부가자료(supplementary)3)가 책의 뒷장에 수록되어 있다. 

 표� 5.� 북한� 영어교과서� 목록

3.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북한의 2013년 교육과정에 개정된 영어교과서의 각 단원에 실린 읽기 자료와 부가자료를 대상으로 분

석한다. 교과서에 포함된 부가자료의 활용 방법을 명시한 북한 문서를 찾아볼 수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본문과 부

가자료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여 두 지문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북한 영어교과서의 소재 분류는 박약우 외 4인(2000; 2001), 배제이(2015)와 홍정실과 김정렬(2019)의 분석 기

준을 참고하여 김정은 시대의 영어교과서 분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 목적에 맞게 학교생활, 자연환경, 과학(자), 외국

문화, 동화, 우상화, 개인생활 그리고 기타의 8가지 항목으로 소재를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김정은 시대의 영어교

과서가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적 내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용을 담았고 영어를 통한 다른 교과와의 내용통합을 지향

하였다는(유희연, 김정렬, 2018) 점을 고려하면 분석기준으로 타당하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2015)의 영어과 교

육과정을 기준으로 남·북 영어교과서의 소재 차이를 살펴보았다.  

소재 분류의 정확성을 위해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2인의 연구자가 각자 1차적으로 분류를 한 후, 서로 차이가 있

3) 본 연구에서는 박약우 외 4인(2011)을 참고해 부가자료라고 번역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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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재분류하는 절차를 거쳤다. 

4.� 결과� 및� 논의�

4.1� 고급중학교� 읽기� 지문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본문의 읽기 지문과 부가자료의 소재를 각각 분석해 특징

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급중학교 읽기 지문은 짧지만 지문의 내용이 한 개의 소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주

요 소재에 (Ο)를 표시하였고 부가적인 소재가 있는 경우에는 (△)를 표시하였다. 

4.1.1� 본문� 소재� 분류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본문의 읽기지문 소재를 학년별 단원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본문� 소재� 분류4)

교과서 읽기 지문 제목 학교생활 자연환경 과학(자) 외국문화 동화 우상화 개인생활

1

1. I’m a Student at Senior Middle School Ο △
2. How I Learned English Ο
3. People and Planet Earth Ο
4. Music and films* Ο
5. Energy in the Future Ο
6. How to improve your memory Ο
7. History of Length Units Ο △
8. Are you good at computer? △ Ο
9. How Happy They Are! Ο

2

1. Strategies for Learning English Ο
2. Heating System Ο △
3. Healthy Food* Ο
4. Satellites Ο
5. A Young Winner Ο △
6. Small Islands in Danger Ο
7. Same Gestures, Different Meanings Ο
8. A Fairy Tale Comes True Ο

3

1. Sporting Activities* Ο △
2. A visit to Dr Kim Ο
3. How to make requests? Ο △
4. Cold weather care Ο
5. Healthy trees Ο △
6. From liquid water into vapour Ο
7. How his dream came true Ο △

고급중학교 본문의 읽기 지문은 과학(자)와 자연환경에 대한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어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져 나타

나는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과서의 머리말에서도 연속적으로 과학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는 공산주의 교

육이념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고 있

기 때문이다(박약우 외 4인, 2001). 조정아 외 3인(2015)은 김정일 집권기에 외국어교육의 목적이 전쟁준비에서 과학기술 

발전으로 변화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영어 교과와 과학 지문의 주제통합은 북한이 영어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경에 과학 기술 수준의 세계화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국

가 전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정채관, 조정아, 2017).  

다음으로는 학교생활에 관한 소재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주로 학습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표3의 고급중학교의 학년별 영어 교수 목표에 따르면 각 학년의 1번 항목에서 적극적인 학습태도와 학습방법을 가

4) 본문의 읽기 제목은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에 표기 된 대로 작성하였다. 읽기 지문에 제목이 없는 경우는 단원명을 기재하였고 *표시 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 내용 분석

27

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교수 목표는 교과서에서도 나타나는 데,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머리말에서

는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여 눈으로만 읽는 것 뿐 만 아니라 소리 내어 읽기(read aloud)라는 읽기 학습 방법을 제시하며 

영어를 읽기 외에도 쓰기와 듣기, 말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머리말에서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며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보는 원칙을 제시하였고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머리말 역

시, 숙련과 반복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고급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교과서 읽기 지문에서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북한의 학습자들에게 학습방법을 제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 � �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 2단원� 읽기� 지문>� � � � � � � � � � � � � � � � � � � � � �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1단원� 읽기� 지문>

그림� 1� 영어학습� 방법을� 다룬� 읽기지문5)

� � � � � � � � � � � � � � � � � � � � � � � �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2단원 How I Learned English의 지문은 영어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외에도 발

음과 피드백을 통해 영어를 전체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가지에만 치중하지 않는 통합적인 능력 향상을 

강조한다. 남은주(2009)는 김정일 시대의 중학교 6학년 교과서 소재 중 영어 학습방법이 세 개 장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학습방법 소개는 김정은 시대 교과서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인다. 

북한의 교과서 머리말에서는 외국어에 정통할 높은 목표를 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고급중학교 2학년 교

과서의 1단원 Strategies for Learning English에서는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으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단원에서는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

해 소리 내어 읽고(read aloud) 녹음해 들어볼 것을 권장한다. 이처럼 영어표준발음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소유하도

록 하는 것은(정채관, 2018) 북한교육계에서 국제화시대에 맞춰 영어 발음 이해도(intelligibility)를 고려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정아, 2016). 그리고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머리말과 해당 교

과서 지문에서는 북한의 영어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해 영어의 통합적 능력 향상을 키워

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통치자의 지침에 따라 영어교수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방법을 따라하고 학

습해야 하는 것이다(정채관, 2018). 그리고 김정일이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야 했던 상황

(이병민 외 2인, 2005)이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져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교육환경에서 학습자들

이 접할 수 있는 영어 교재 및 도구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추

측된다. 

북한의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에 관한 선행연구(남은주, 2009; 안지민, 2012; 이나리, 2011; 이재원, 2014; 이율

희, 2015; 정소영,2010)에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남한과 서구에 대한 왜곡과 비

방이 북한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그리고 홍정실과 김정렬(2019)은 김일성 시

대와 김정일 시대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미 제국주의 비판 및 북한 사상 옹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공통점

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은 각 지문에서 1번씩 등장하였

5)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는 스캔파일(pdf)이며, 연구에 제시된 북한 교과서 읽기 지문은 스캔파일에서 복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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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미 제국주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북한이 다른 문화에 대한 지문을 다루고 있으며 많은 

범위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전의 교과서와 내용적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나라별 문화 소재 및 인식 양상을 살펴보면, 정보전달의 소재로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7단원에서 ‘metre’에 대해서 설명하며 America에서는 ‘meter’라고 표기한다

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졌다.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7단원에서는 미국에서 검지의 다양한 제스

쳐와 의미를 설명하고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5단원에서는 미국의 인디언들 중에 약사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내용으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북한 교과서에서 중국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일본

은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7단원에서 등장한다. 해당 지문에서는 북한의 이승기 박사(Ri Sung Gi)가 비날론

(Vinalon)을 개발했지만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국가와 인민을 위해 더 

이상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사례가 부

정적이며 학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머리말은 모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혁

명인재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로 끝을 맺는다. 김정일·김정은 부자 우상화가 주제통합측면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북한 영어교육의 도달기준으로 과목교수를 통해 북한 학생들을 김정일 애국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서도 

확인가능하다(정채관, 2018).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을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으로 번역하여 김정은

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각 교과서의 읽기 지문에서도 확인된다.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 9단원� 읽기� 지문>� � � � �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5단원�읽기�지문>� � � � � � �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1단원� 읽기� 지문>

그림� 2� 고급중학교� 교과서� 읽기� 지문

해당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9단원 How Happy They Are!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김정

은에 의해 평양에 초대되었는데 이에 어린이들이 감동하여 남자 어린이는 군인이 되어 충성할 것이라 하며 여자 어린이는 

김정은에게 영원히 진실(true)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마음이며 밝은 미래가 그들을 기다

리고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5단원 A Young Winner은 Sun Hui의 부모님은 노동계층

(workers)이지만 음악재능을 통해 세계 음악 대회에서 12살의 나이로 대상을 탔는데 이와 같은 영광을 어린이를 사랑하는 

김정은의 따뜻한 보살핌(warm care) 덕분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1단원 Sporting Activities은 

올림픽에 대한 내용인데 김정은의 현명한 리더십(wise leadership)하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이 유도와 역도에서 4

개의 금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소재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홍정실, 김정렬, 2019).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 각 지문의 내용들은 선행연구(남은주, 2009; 안지민, 2012; 이재원, 2014; 이율희, 

2015; 정소영,2010)에서와 같이 북한이 우상화의 수단으로서 영어교과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정은 이전의 

교과서에서 우상화의 주된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은 부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고 항상 그들에게 충성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영어 학습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세뇌시키려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는 3학년 교과서에서만 1번씩 등장하는데, 주요 소재가 아닌 부가적인 

소재로 등장한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 내용 분석

29

다음의 그림 3은 우상화 내용이 포함된 읽기 지문이다. 

�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5단원� 읽기� 지문>� � � � � � � � � �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7단원� 읽기� 지문>

그림� 3� 북한� 영어교과서� 지문의� 우상화� 내용

 5단원은 자연환경에 대한 지문이 주요 소재로 건강한 나무(healthy trees)의 중요성과 미관상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북한에 심어진 많은 나무는 김정일의 애국심(Kim Jong Il’s patriotism in their mind)에 의해 건

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며 읽기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된다. 그리고 7단원은 비날론에 관한 내용으로 이승

기 박사의 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의 따뜻한 보살핌 하에(under the warm care of the great leader 

Generalissimo Kim Il Sung)가능하였다고 한다. 두 지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김정은 이전의 통치 권력의 위대함을 

칭송할 때 등장하였다. 남은주(2009)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들의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1, 2학년 교과서보다 3학년 교과서에서 우상화의 내용이 강

화되어 나타났다.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머리말에는 학교생활, 컴퓨터, 음악, 우주와 환경, 동물, 체육 건강 등의 주제로 한 영어 읽

기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학습자들이 흥미로운 내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급중학교 영어교

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정아 외 3인, 2015)에서는 과학 등 다른 교과 내용과 통합이 되었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고급중학교 교과서에서 다양한 소재를 융합해서 내용중심의 영어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홍정실과 김정렬(2019)은 김정은 집권기의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내용주제 

측면에서 주체사상 및 영도자 우상화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관련 내용이나 자연과학, 컴퓨터와 같은 내용통합적인 측

면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1, 2학년 교과서를 함께 분석한 결과, 이는 3학년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특

징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고급중학교 교과서에서 전반적으로 개정된 특징으로 확인하였다.   

4.1.2� 부가자료� 소재� 분류

고급중학교 전 학년의 단원에서는 가정생활과 관련한 지문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서는 말장난(pun)이나 익살스러운 지문을 읽기 자료로 활용하였다. 말장난과 익살스러운 지문은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

의 부가자료에만 등장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기타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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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읽기 지문 제목 학교생활 자연환경 과학(자) 외국문화 동화 우상화 기타

1

1. No trouble with Greek Ο

2. Mr What and Mr Not Ο

3. A good man Ο

4. Secrets from trees Ο

5. Deserts are growing! Ο

6. Robots Ο

7. Curlylocks and the three bears Ο

8. Bamboo △ Ο

9. Colour Ο

2

1. The Lion and the Mouse Ο

2. The Boy and the Wolf Ο

3. The Farmer, the Boy, and the Horse Ο

4. Life in Space Ο

5. Think of the Future! Ο

6. Two Healthful Plants Ο

7. Animals in Danger Ο

8. How to Keep a Bird Diary Ο

3

1. Monkey Looks for Trouble Ο

2. Tiger and the Big Wind Ο

3. The Spider and the Turtle Ο

4. The Mystery of the Universe Ο

5. Medicine, Mind and Magic Ο △

6. Great Inventions Ο

7. History of the Microscope Ο

다음의 그림 4는 기타의 항목으로 분류한 읽기 지문의 예시이다. 

그림� 4.� 북한� 고급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부가자료� 기타� 분류� 지문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부가자료 지문은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제시한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소재인 학교생활, 자연환

경, 과학(자), 외국문화, 동화, 우상화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학년별 단원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

다.  

표� 7.� 부가자료� 소재� 분류�

본 연구 분석에 의하면, 고급중학교 부가자료의 소재는 과학과 동화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본

문에서와 같이 과학과 자연환경을 다룬 소재가 많이 등장하였다. 이병민과 양현권, 권오현(2005) 또한 개정 전의 고

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본문 및 부가자료에서 과학이나 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

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가자료의 읽기 지문은 과학 및 자연환경과 관련한 지문을 제외하고는 본문 내용과의 연계

성에서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과 우상화의 내용도 등장하지 않아 본문과 부가자료 읽기 

지문이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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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중학교 각 교과서의 부가자료에서는 이솝 우화 및 유럽의 동화가 등장한다. 다음의 그림 5는 동화로 분류한 읽기 

지문의 예시이다.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부가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부가자료>

그림� 5.� 북한� 영어교과서� 부가자료� 동화� 지문

김정은 정권의 교과서 부가자료에서도 우화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현재 초급중학교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자료와 고급중학교에 해당하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료에 우화가 수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개정 

전, 후 교과서 속 우화의 내용이 겹치지 않았다. 그리고 개정 전 교과서에 서구 문화권을 소개하기 위해 인용된 문학 

작품들에는  의도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점인 빈부격차나 인종차별 등을 중심소재로 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유

명근, 2008).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교과서에서는 이념을 위해 문학작품을 인용한 읽기 지문은 등장하지 않았다. 

부가자료에서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던 동화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곰 세 마리’와 ‘양치기 소년’과 같이 

우리가 어렸을 적 읽던 동화와 유사하다. 영어 동화는 남한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반면, 북한에서는 남한의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과서의 읽기 지문으로 등

장하였는데, 동화 지문의 문장이 짧고 내용이 재미있어 학습자들에게 흥미로운 소재일 수 있다. 남한에서도 학습자들

에게 동화를 가지고 영어를 교육시켰을 때,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신장에 효과적이었으며, 흥미도 신장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김귀석, 이수경, 2009; 조규희, 2013; 하수지, 박기화, 2017; 홍명의, 허근, 2011; 황선희, 김지영,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 영어교과서 부가자료에 동화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북한이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동화와 기타로 제시한 부가자료의 지문들은 북한이 학습자의 인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영어교육을 하려

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지문의 소재는 학습자에게 친숙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나이에 적합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고급중학교는 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며 교

과서에 제시된 익살스러운 내용의 지문 및 동화가 남한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읽히고 있는 점을 감안했

을 때, 남·북한 교과서 읽기 지문의 수준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남·북� 영어교과서� 소재� 비교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북한 영어교과서 소재 분류표를 토대로 남한 교육과정과의 비교해 개정된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소재가 남한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의 표 8은 남한 교과교육부(2015)에 명시된 소재 분류표

를 기준으로 고급중학교 1, 2, 3학년의 교과서를 각각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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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남한 영어교과서 소재
고급중학교
1 2 3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 √ √
4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5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운동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6 동·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 √
7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
8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
9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0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11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등에 관한 내용
12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 √ √ √
13 문학, 예술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
14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내용
15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 √ √
16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시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17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한 내용 √ √ √
18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일반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 √
19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표� 8.� 남·북� 소재� 비교

고급중학교에 등장하지 않는 남한 교과서의 소재는 19개 중 8개였다. 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소재에 대

해서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과학 분야와 기초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을 우선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소재 분류의 결과에 따르면, 과학이나 우상화와 같은 소재만을 사용한 것이 아닌 개인에 관련된 내용부터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소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그림 6은 이에 대한 예시이다. 고급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3단원의 읽기지 문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아침식사를 해야 하는 중요성을 편지 형

식으로 제시하여 학습자 개인의 건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3단원� 읽기� 지문>

그림� 6.� 북한� 영어교과서의� 내용통합� 읽기� 지문

다음으로 남한 영어교과서 소재의 2번 항목에는 가정생활과 의식주가 있다. 앞서 언급된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

서의 머리말에는 가정생활과 관련해 교과서에 구성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읽

기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소영(2010)은 김일성과 김정은 정권의 초급중학교 1, 2학년의 영어교

과서를 분석하였는데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이 전체 내용의 23%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영어 학습 

초기 단계에 저학년 교과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고학년에 해당하는 고급중학

교이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의식주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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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중학교 교과서의 소재는 남한의 교육과정에 명시된 소재의 내용과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표시된 항목 

중에서도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개인 복지 증진은 아니지만 교과서에 진로 

문제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내용과 노동 하는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된다. 이와 같은 내용

은 북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진로 및 노동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

한 내용에 대해서도 평화, 안보, 통일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애국심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김정은 및 통치 권

력에 대한 우상화와 주체사상이 등장한다.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서 영어의 기능은 영어권 문화를 수용하고 나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를 전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가 아니었으며 단지 정해져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연습과 훈련을 위한 학습 대상으로서의 영어였다(박약우 

외 4인, 2011) 그렇기 때문에 외국 문화를 전달하는 내용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왜곡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그

러나 김정은 정권에는 들어서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7단원에 제시된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스처와 

의미’를 소개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과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부가자료에 제시된 서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여름 방학기간이 길어서 외국으로 휴가를 가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문화의 서술 내용이 이전과는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 7단원� 읽기� 지문>� � � � � � � � � � � � � � � � � � � � � � � �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 부가자료>

그림� 7.� 북한� 영어교과서� 외국� 문화� 관련� 지문

5.� 결론� 및� 제언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 중 하나는 교육이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는 교과서이다.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영어 과목은 현재 유일

하게 가르치는 공통된 외국어 과목이다. 따라서 영어 교과는 북한 중등 교육과정 변화의 방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교과 중 하나(정채관, 조정아, 2017)인 동시에 남북한 교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하

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의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2013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외형, 서문, 구성 

체계와 같은 전체적인 틀에 대한 연구와 어휘 중심의 코퍼스 분석에 머물러,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같은 

영역의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 개정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읽기 지문과 부가자료의 

소재 및 내용적인 특징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와 비교해 개정 전·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남한의 교육과정에서 제

시한 소재 분류표를 바탕으로 하여 남, 북한 교과서의 소재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북한의 학습자들은 김정은 정권에 개정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 내용통합적인 영어지문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과학과 자연환경에 대한 소재는 교과서 읽기 지문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

하는 소재였다. 이는 북한이 자연과학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며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서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정 전 교과서와의 공통점으로 통치 권력의 우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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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을 비판하거나 왜곡된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고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유럽에서 교육받은 현 북한 통치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자료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요 소재가 자연환경, 과학 및 동화였고 우상화, 학교생활 그리고 개인생

활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문의 주요소재가 학교생활, 자연환경 그리고 과학이었는데, 부가자료에도 이들

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문 내용과의 연계성은 찾을 수 없었다. 고급중학교 교과서 부가자료에는 동화나 익살스러운 소

재가 활용되어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지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동화와 같은 소재는 남한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재에 등장하는 지문이

어서 남·북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교육과정에 제시된 소재와의 비교했을 때, 북한이 김정은 정권에 이르러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읽기 지문

을 구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남한에서 제시한 소재와 차

이가 있었지만, 개정된 교과서에서 남한의 영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5)에 제시된 소재와 공통부분들이 관

찰되어 남·북한의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 분석을 통해 북한의 교육을 이해하고 통일 후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

는 일이다. 북한 교과서 특히, 영어 교과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양과 질 측면에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초급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북한의 중등 영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같

은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앞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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