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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서술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들1)은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경험에 관한 발언을 그대로 수록하
거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일상생활의 영역별로 인터뷰 자료를 편집하여 수록함으로써 실제
적인 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학교문화의 모
습과 특히 최근들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학생들의 소극적인 저항행위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실지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
부분 치밀한 분석의 과정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나열하고 있으므로, 북한 교육
에 대한 표피적 수준의 이해를 극복하고 현상 이면에 숨어 있는 북한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
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특정한 인간형으로 만들어내는 규율화의 과정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및 저항의 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북한 중등교육의 실제 모습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교육과정의 주변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졌던 규율의 의미를 공식적 교육
과정과 의도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2)을 모두 포괄하여 개인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실천하
는 주체로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이러한 광의의 규율의 개념을
적용할 때 북한의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특정한 인간형으로 형성시키는 규율화의 과정은 교과 수
업, 학교 규칙, 교사의 생활 지도, 청소년 조직 생활, 학생들간의 비공식적 모임과 상호작용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수업 문화와 청소년 조직 생활을 통한 규율 통제를 주로 분석한다. 수업을 분석
함에 있어 ‘무엇을 가르치는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다. ‘어떻게 가르
치는가’는 단지 교육방법이나 수업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인식활동을 특정한 방식
으로 행하도록 규율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울스와 긴티스에 의하면 교육의 사회재생산 기능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의 내용이기보다는 수업을 비롯하여 학교의 교육 체계가 조직되는
방식이다(Bowles, S. & H. Gintis, 1976/1986). 이 연구에서는 북한 중등학교에서 적용되는 수업 규칙
과 규율 통제 방식, 실제 수업 문화를 분석한다. 수업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의 내용적 특성 및 지
식 전달 방식, 수업의 절차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탐구는 수업 규율에 관한 탐구
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에 관한 분석은 추후 연구로 미룬다.
북한의 중등학교에서 학과수업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년단과 청년동맹 등의 청소
년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활 규율과 조직 활동이다. 청소년 조직 생활은 교과수업 이외의 학교
생활과 여가시간을 집단적인 조직규율 속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형

1) 송광성, 1993; 최영표 외, 1994; 한만길, 1997; 한만길, 1999.
2) 공식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수업에서 명시하는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를 말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
미의 잠재적 구조를 통해, 학교와 교실 생활에서의 사회관계와 공식적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술되지 않
은채 은밀하게 전수되는 규범, 가치들, 신념들을 말한다(M. Apple & N. King, 1977; H. Giroux, 1988/2001:
8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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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북한의 청소년 조직활동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 조직이 당의 노선
대로 청소년을 공산주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예비 당 간부 양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이 주로 강조
되었다(김명진, 1999; 천정웅, 1991). 이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청소년 조직이 수행하는 규율 통제 기
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실제 학생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생활의 근거지로 삼는 조직이 무엇인지, 이
는 공식적인 학생 조직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 학교의 규율에 대한 탐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공식적 교육 과정이 표방하는
규율과 실지 학교 규율이 작동되는 모습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특정한 교육 목적과
내용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학교 내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에 의하여 변형되고 타
협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윌리스의 연구는 자본주의 사회인 영국의 중등학교에서 노동계급의 학생들
이 반주지주의적, 반학교적 지향을 지닌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행사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학교내에서 대안적 헤게모니가 창출되고, 이것이 지배 헤게모니와 각축하는 지점을 보여준다(P.

Willis, 1981/1989). 윌리스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저항문화처럼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저항
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북한의 중등학교에서도 각종 규칙과 규율 위반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기
존 연구에서 북한 학생들의 규율 위반은 비행과 일탈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중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규율 위반 현상들을 ‘ 반학교문화’라는 시각
에서 고찰한다. 윌리스에 의하면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의 공식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의 분화가 이루
어지면서 ‘반학교문화’ 가 생성된다. 학교교육이 표방하는 공식적인 가치체계 및 문화로부터의 분화는
학생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제도적 규정으로부터 분리되는 학습의 집단적 과정으로 체험되고, 제도의
담당자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붕괴와 저항, 반항으로 체험된다(P. Willis, ibid.) 이 연구에서는 북한
중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일탈과 규율 위반 행위들 역시 학교 교육이 표방하는 가치와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태도를 거부, 반항하
는 집단의 생활양식, 규범”(이창진, 1992: 3)을 의미하는 ‘반학교문화’라고 규정한다. 특히 북한 학교
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조직 체계 속에서 적극적 저항으로 전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닌 반학교문
화가 어떻게 온건하고도 안전한 형태로 표출되는지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일차자료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구술 자료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학교 관련 규칙에 관해서는 학생 규칙, 학생생활 표준
세칙, 각급 학교 내부 질서 규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 규정 자료집
을 참조하였다. 북한의 사범전문학교 및 사범대학 교재인 각 시기별 교육학 ,

사회주의교육학 ,

사회주의학교관리학 과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인 인민교육 을 통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 영역에서
어떠한 규율이 적용되는지, 어떠한 인간형이 모범적인 인간형으로 제시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북한 교사 출신 및 중학교 졸업자의 구술을 통하여 북한의 중등교육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바와는 다르게 작동하는 규율에 대한 각종 형태의 저항과 ‘ 반학교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술자료는 문헌자료가 지니는 ‘위로부터의 시각’ 을 극복하고 행위자, 특히 공식적인 역사서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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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어온 계층 중심의 ‘ 아래로부터의 시각’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의 폭과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지사례연구가 불가능한 북한 교육 연구에서 구술 자료의 활용은 당국에 의
해 생산된 일차적 자료가 갖는 시각의 일방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교육 과정과 행위자의 행동
및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이 연구에서 인용한 구술자료는 북한이탈주민 여덟 명
의 구술을 2003 년과 2004 년에 각각 1 ∼2 회에 걸쳐 채록한 것이다. 이 중 두 명은 1970 년대부터

1980 년대 말까지 고등중학교3)의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머지 구술자들은 1980 년대부터 1990 년대 중
반까지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고등중학교를 다녔다. 이 이외에도 선행연구를 통해 공개된 구술자료
를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인용한 구술 자료와 관련된 인명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단, 공식적으로 출
판된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원자료의 인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Ⅱ. 공식적 수업 규율과 실제 수업 문화
1. 공식적 수업 규율4)
북한의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을 “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 로 키우기 위한 올바른 태도와 규율
형성을 공식적인 교육의 목표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업과 학교 생활에서 엄격한 규율
을 세우고 학생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의 규율은 “ 강철
같은 규율” 즉, “ 지도자, 교양자, 조직자에 대한 복종의 규율” 이며, “ 조직성의 규율” 즉, “ 집단 로동, 유
희 및 일상 생활의 정확한 조직에로 고무 추동하며 훈련하는 규율”(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1960: 285)
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규율 준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학교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째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병소, 1973: 13).
북한 학교의 수업 규율의 특성은 교사 주도의 엄격한 규율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사범대학의 교육
학 교재에는 교사가 수업에서 항상 지도적 위치를 차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집필위원회, 1969:

212), 수업의 전과정에서 엄격한 규율을 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잘 조직되지 못한 수업은 지식
의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 수업중에 묵과된 무규율성이 수업 이외의 시간에 더욱
나타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무규율성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고 간주된다. 수업 진행에
3) 북한에서는 2002년 8월에 각급 학교의 명칭을 개정하였다. 즉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개칭하였다.
4) 이 글에서 ‘공식적 수업 규율’이란 공식적으로 표방되는 수업의 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학 교과
서나 학교의 규칙 등으로 명문화된다. 김호권은 교육과정을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는데(김호권․이돈희․이홍우, 1977), 공식적 수업 규율이란 이 세 수준의
교육과정 중 의도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도된 교육과정은 목표로서의 교육과정, 즉 법령으로 공
표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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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교사의 주도성과 그에 대한 복종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규율이 학교
규칙을 통해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수업 규율을 명시하고 있는 규칙으로서 1949 년 10 월 26 일
에 공포된 학생규칙과 1954 년 8 월에 제정, 공포된 학생생활표준세칙이 있다(각 규칙의 상세한 내용
에 관해서는 조정아(2003) 참조). 학생규칙의 총 22 개 조항 중 10 개 조항이 수업 규율과 관련된 것
이다. 이 조항들은 출결, 교원 지시에 대한 복종. 수업 준비, 용의복장, 교실 청결, 수업 태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생활표준세칙에서는 16 개 조항에 걸쳐 수업시작, 수업시간 중 수강 및 질문, 필
기도구 사용, 수업 중 교실 출입, 수업종료 절차, 주의사항 등 수업 관련 규율을 명시하고 있다. 여
기에는 수업시작 절차, 질문을 하는 방법과 절차, 학습장을 사용하는 방법, 연필을 깎는 동작 등 극
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포함되었다.
수업과 관련된 학교 규칙은 엄격하고 세밀하며, 학생들의 동작 하나하나까지 교사의 지시와 허락
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교사주도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수업
규율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조직하고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는 대신, 규율
과 자제력이 몸에 배어 있으며 상부와 집단의 권위를 수용하는 데 익숙하며 이 권위를 강화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규율화의 장치이다.5)
북한 수업 규율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수업 규율 위반에 대한 통제 방식이다. 집단생활에
서 규율의 의의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 교양과 통제’를 통해 학생들이 규칙과 질서를 지키도록 지
도하는 것은 교사들의 주요한 역할로 간주된다( 남진우 외, 1991: 373). 북한 학교에서 생활지도의 기
본적인 방침으로 활용되는 것은 “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또는 “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 방법이
다. 이는 학생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벌주기보다는 교사 스스로가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학생의
좋은 점을 강화함으로써 감동을 유도하여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 통제의 방식으로서 강압적인 체벌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집단적인 상벌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의 규율을 지키도록 서로 통제하도록
유도한다. 한 학생의 수업 규율 위반은 그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급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된다. 북한에서 집단주의 교육의 기본은 “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는 항일유격대원
들의 혁명적 동지애를 본받아 “ 동무를 사랑하며 인민을 사랑하” 도록 교육하는 것이다(집필위원회,

1969: 308). “ 친구 집단과 떨어져서 혼자 놀기 좋아하고 조직의 규률을 싫어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5) 북한의 수업 규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엄격성과 교사의 권위는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유입된 마카렌코 류의 소련 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학교규율의 특성은 소련 사회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인하여 형성된 것만은 아니다. 규율의 엄격성과 교사의 권위라는 특성은 일제 강점기 교육
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에 따른 사회주의 교육개혁으로 교육 제도와 교육 내
용의 차원에서는 일제시기 교육의 잔재가 청산되었으나, 학교 규율의 차원에서는 이전 시기 규율의 특성 중
특정 부분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제 시기 학교 규율과 북한의 학교 규율이 동일한 인간형의
양성을 표방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일제하 학교 규율과 교육의 관행이 마카렌코 류
의 소련 교육이 북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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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는 집단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수업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학습에 뒤떨어
지는 학급 동료를 방관하는 것 또한 집단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태도이다. 따라서 한 학생의 수업 규
율 위반은 그 학생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수업
분위기가 산만할 때 교사들은 학급 전체에게 운동장 돌기 등의 가벼운 집단적 벌을 가한다. 집단주
의적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급우의 수업 태도를 통제하고 수업분위기에 대하여 집단적 책
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장경희 구술, 2003).
김영천은 한국 초등학교 수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집단중심에 의한 수업에서 개인은 한 집단의
요소로서 인식되고 자신의 성적과 성취는 때때로 집단의 성취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 자아의 상실과 집단의 출현’이라고 명명하였다(김영천, 1997). 그런데 ‘자아의 상실과 집단
의 출현’ 이라는 특성은 남한보다도 북한의 학교 수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학생의 범주와 수업 문화
교사 주도의 엄격하고 위계화된 숨막힐 듯한 규율, 규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고도의 자제력과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절도있는 학생들, “ 깨우쳐주는 교수방법” 에 의해서 학생들을 지도하
는 헌신적인 교사, 이것이 수업 규율에 관한 공식적 담론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북한 학교
와 학생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실지로 북한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공식 담론을 통해 그려볼 수 있는 ‘ 정상적인’ 북한 학생의 모습은 실제 북한의 학교에서는 오히려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생이다. 탈북자들의 구술을 종합하여 보면 학급의 학생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
뉜다. 첫째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며, 학교 생활과 수업에 임하는 이들의 태도는 공식 담론에서
모범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바와 유사하다. 학교의 성격, 지역,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들은 한 반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소수이다. 둘째는 보편적인 북한 학생들로, 이들은 공
부에 그다지 큰 흥미와 열성을 보이지 않으며 크게 처벌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규율을 위반하
며, 수업 중에도 분위기를 보아가며 자기자신만의 놀이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 부류의 학생들
은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주요 대상이 되는 학생들로, 결석을 일삼고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문제를
초래하는 소수의 학생들이다. 학교별 편차6)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업 분위기를 주도하는 집단은 두
번째 집단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범주가 분화되는 것은 중학교 3 학년 경부터 시작되고, 5, 6 학년 경에는 완전히
굳어지게 된다. 학생들의 범주가 분화되는 것은 중학교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 및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는 중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드물다. 남학생들의 경우에
는 대부분 군대에 입대하거나 취업하여 일정 기간 노동 경력을 쌓은 후에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6) 예를 들어 “수재교육” 기관인 제1고등중학교에서는 첫번째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
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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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 1980 년대 이전에는 대학생의 10% 만이 중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 직통
생” 이었다. 1980 년대 이후에 고급인력 조기배출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 비율은 다소 증가하
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교육 관련 기초 통계의 부재로 인하여 진학률을 파악하기 어렵다. 구술에 의
하면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남녀 통틀어 반에서 1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입학 추천 ‘ 폰트’를 배정받은 학생에게만 주어진다. 각 중학교와 기관, 기업소마다
대학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입학 추천 ‘ 폰트’가 배정된다. “ 직통생” 의 경우에는 대학입학 자
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원시험 성적에 따라 시, 군 지역별로 김일성대학 몇 명, 김책 공대 몇
명, 지방 전문학교 몇 명 하는 식으로 ‘폰트’가 배정되고, 각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기준 내에 드는
학생에 한해서 추천을 할 수 있다.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각 대학별 입학시험을 거쳐 진학한다. 한
학교에 배정되는 ‘ 폰트’가 많지 않고, 이 또한 성적 뿐만 아니라 “ 직권과 정실안면관계” 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학교 학생들이 바로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7) 그렇기 때
문에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졸업 후 바로 진학하는 것
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한계에 대한 ‘간파’ 8)의 결과 대학 입학을 스
스로 포기하기도 한다. 노동자 성분의 한 탈북자는 저학년 시절에 외교관이 될 꿈을 가졌으나 “ 너무
희망이나 포부 높게 세우지 말라” 는 누나의 충고로 인해 자신의 꿈이 “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
고는 공부를 포기하고 “ 그저 졸업만 했다”( 정성일 구술, 2003)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기피하는 것은 반드시 입시 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한 탈북자는 북한
의 일반적 학생들의 희망진로를 “ 군․당․대․기․실” 이라는 말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성일
구술, 2003). 즉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출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군복무, 입당, 대학졸
업, 기술, 실지자격능력 순이라는 것이다. 일반 학생들이 진학보다는 입대를 선호하는 것은 대학졸업
장보다는 당원증이 보다 강력한 출세의 지표이고, 군대경력이 입당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중심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 졸업은 일반인이 당 또는 행정관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한다.9) 물론 입대와 입당을 자신의 주요 진로로 삼는 이러한 인식은 김일성 사망과 경
제난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7) 김정일은 1986년에 기존 입시관행 때문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루지 못
하고 간부자녀들은 실력이 낮아도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김정일, 1986: 69-170). 그러나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한 탈북자는 연
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적이 대학에 진학할 성적에 미치지 못했지만, 담임교사가 개인적 인맥을 활
용하여 입학 추천 ‘폰트’를 받아 준 사례를 말하였다.
8) ‘간파’란 문화적 형태 안에 있으면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꿰
뚫어 보려는 충동을 의미한다(P. Willis, ibid.: 181).
9) 1980년대 초반 북한에서는 고등교육의 이원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대학은 김일성대학
을 비롯한 십여 개의 “중심대학”과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단과대학 및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장대학으로 구
분된다. “중앙대학”이라고도 부르는 “중심대학”에서는 각 분야별 간부와 최고 인재를 양성하고 단과대학과
공장대학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지식을 소유한 현장기사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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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수의 공부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높은 학구열을 보인다. 이러한 부류에 속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한 반에 대여섯 명 이내이다. 교사들은 공부하는 학생의 성적은
체벌을 동원해서라도 관리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 불러다가 죽일래 살릴래 막
난리를 치” 거나 “ 때려서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한다(오창근 구술, 2003; 장길남 구술, 2003). 반
면 성적 관리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 너희는 그냥 졸업만 해라” 라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공부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오히려 “ 애들은 때려
야 된다” 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이 부류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쉬는
시간에도 다른 학생들이 “ 나가서 놀거나 담배를 피고 올 동안” 다음 시간 수업을 준비한다.
북한에서는 각 학교마다 방과후 활동의 일환으로 각 교과 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방면에서 뛰
어난 소질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여 소조를 운영한다. 이 중에서 예체능 소조를 제외한 수학, 물리,
화학, 국어, 외국어, 컴퓨터 소조는 주로 대학 입학을 희망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구성된다. 이
교과목 소조는 중학교 4 학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전 교과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 다과
목 소조” 를 구성하기도 한다. 학년당 10 명 내외로 구성되는 교과목 소조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 공부하는 길” 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모든 “ 친구들과의 놀이와 교제를 포기”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장길남 구술, 2003). 소조원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그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지만, 대부분
의 남학생들은 그것을 그다지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조에 소속된 학생들은 학급 생활에서
는 일반 학생들과 분리된다. 일반적인 남학생들은 이들을 “ 우리 남자들” 과는 달리 “ 놀음판에서 놀
줄도 모르고 공부만 하는 샌님, 글뒤주” 로 간주한다(정성일 구술, 2003). 이들은 공부 면에서는 학급
의 대표로 인식되지만, 학급 내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못하다. 학급 내에서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등 학업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학급
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 모서리 취급” 이라고 불리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 학급보다는 방과후에 함께 공부하는 소조를 주된 학교생활의 근거지로
삼는다. 교과목 소조에서는 실지로 대학 입학시험 준비와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수학, 물리, 외
국어, 컴퓨터 학과경연을 준비한다. 전국적인 학과경연에서 입상하는 것은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일
인 동시에 학생 개인에게는 정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소조원들은 “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한다. 이들은 해당 교과의 진도
를 1 년 정도 앞서 나가면서 공부하고 수학, 물리, 화학 등 교과목의 참고서와 문제집을 풀이한다. 보
통 방과후부터 저녁까지 소조별로 자습이나 특별수업을 진행하고, 대학입시를 앞둔 시기에는 밤을
세워 공부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학년초에는 소조원들을 몇십명씩으로 구성했다가 매달 성적이 나
쁜 학생들을 몇 명씩 탈락시키기도 하고, 매일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소조 교실 출입문에 게시하는
등 경쟁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도 소조 담당 교사를 배치하여 특별 수업과 학습
지도를 한다든지, 소조원들에게는 방과 후의 각종 조직 활동과 행사 동원을 면제해준다는지 하는 특
별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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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학생 유형은 학교공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학생들인데, 북한 중등학교 학생의 대
다수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 책가방만 둘러 다니고, 어떤 학생들은 잡기장이라는 노트 하나 갖고 다
니고, 어떤 학생들은 노트도 없이” 다닌다(정성일 구술, 2003). 수업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들은 이
부류의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는 “ 시큰둥하게” 여기며, “ 그냥 45 분이라는 시간을 때
우면 된다” 고 생각한다. 교사들도 이러한 ‘보통’ 학생들에 대해서는 낙제를 면하고 졸업만 시키면 되
기 때문에 공부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의 범주가 굳어지는 고학년의 경우
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한 학급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이 공부에 관한 한 교사가

“ 포기한 애들” 이다(김형석 구술, 2003).
마지막 범주의 학생들은 수업과 학급 생활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학생의 부류이다. 이들은 학교에
장기간 결석하고 학교 내외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키고 문제행동에 대한 교정도 쉽지 않은 학생들로,
교사는 이들을 “ 찔통” 이라고 부른다. “ 찔통” 은 경제 위기 이전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시
기에는 한 학급에 한두 명 정도였다(장경희 구술, 2003). 교사가 자기 학생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
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척도는 학생들의 출석률이기 때문에 열성적인 교사들은 “ 찔통” 과 등하교
를 같이 한다거나 그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지도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다. 경제난 이전에는 출석률이
상당히 높았던 편이어서,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에 출석하였다. 결
석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급반장이나 다른 학생을 시켜서 결석한 학생을 학교에 데리고 오
도록 한다.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마을 근처의 산이나 들에서 놀다가 학교로 잡혀오지만, 금세 도망
을 가기도 한다. 때로는 교사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가정방문을 실시하기도 하고, 열성적인 교사
는 이런 학생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행동을 교정하기도 한다. 이 범주의 학생들은 교사가 특별히 신
경을 쓰지 않는 한은 학업 성적도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의 무리에 끼지도 못해서,
총화 때마다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등 “ 모서리 취급” 을 당한다.
수업 분위기는 학교의 전반적인 문화가 공부를 중시하는 학교인지, 교사의 구성비가 남성이 많은
지 여성이 많은지 등의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급반장이 두 번째 부
류의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학생들을 엄하게 다루는 교사의 수업 시
간에는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를 조용하게 유지한다. 엄한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약간이라도 장난을
치거나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에 회초리로 손을 때리거나 뒤에 세워놓는 등의 벌을 가
한다. 간혹 심한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심하게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드물지만, “ 포기한 애들” 의 범주에 드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수업시
간을 즐긴다. 잠을 자거나, 소설책을 보거나, 종이에 낙서를 하거나, 장난감을 만드는 등의 일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 교사가 온순하고 학급반장도 수업 분위기를 풀어 놓는 경우에는 교사를 놀리는
글을 칠판에 적기도 하고, 분필통에 개구리를 집어넣는 등의 짓궂은 장난을 하기도 한다. 교실 뒤에
서 벌을 서다가 교사가 뒤돌아선 사이에 교실을 빠져나오기도 한다(정성일 구술, 2003).
교사 못지 않게 수업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학급반장이다. 북한 사범대학의 교육학 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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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급을 통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 핵심을 튼튼히 꾸리는 것” 을 꼽고 있다. 여기서

“ 핵심” 은 “ 집단의 열성분자, 적극분자이며, 집단생활에서 능동적이며 주동적인 작용을 하는 학급의
기본구성성원” 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에게는 담임교사를 도와 교사의 요구를 학급에서 관철시키고 학
생들이 생활 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남진우 외, 1991: 370). 학급의 반장과 소년
단 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하 청년동맹으로 약칭함)10)의 분단위원장이 “ 핵심” 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수업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학급반장이다. 일반적으로 학급반장은 성적보다
는 학생들 사이에서 신망과 통솔력, 힘 등이 있는 학생에게 맡겨진다. 이들은 “ 학급에 필요한 주먹”
인 것이다(장길남 구술, 2003). 학급반장은 학급의 규율을 통제하고 학급 내의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급반장을 통해 수업을 통제한다. 수업 분위기가 소
란할 경우 교사는 학급반장에게 “ 학급반장, 분위기를 좀 봐” 라거나 “ 학급반장, 좀 조용히 하게 해” 라
고 말한다. 수업 분위기는 학급반장의 통솔력과 기분에 따라서 좌우된다. 학급반장이 학생들을 완전
히 장악하고 있는 학급에서는 수업 분위기가 산만하면 반장이 “ 의자를 휙 돌려서 한번 눈길을 주면
물 뿌린 듯 조용” 해진다. 반장이 기분이 좋아서 학생들을 풀어 놓는 날은 산만한 분위기가 허용된다.
북한 중등학교의 실제 수업 규율은 공식적 문헌이나 규칙에서 명시되어 있는 엄격하고 절도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공식적 규율에서 강조하고 있는 집단주의 규율이 수업 운영에 있어서도 강조되
기는 하지만, 한 학급은 단일한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업 성적이나 공부에 대한 태도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 한편으로는 이들을 대
표하고 한편으로는 이들을 통제하는 학급반장, 그리고 교사의 요구 사이의 특정한 지점에서 이루어
진 타협의 결과로 실제 수업 분위기가 조성된다. 교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출석과 지나친 소란으
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해하지 말 것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을 자신에게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간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
여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별, 반별 학습 경쟁이나 교과목 소조
와 같은 경쟁의 기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Ⅲ. 규율 통제와 규율에 대한 저항
1. 조직 생활에 의한 규율 통제
규율 통제는 주로 학급 담임교사와 소년단, 청년동맹 등의 청소년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 조직은 학교 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스스로
가 동료 학생들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규율하고 통제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담당한다. 북한에서는 만 6
10)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1996년 1월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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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터 소년단에, 만 14 세부터 청년동맹에 가입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과외활동과 조직 생활을 통하여 집단주의적 의식과 생활태도를 형성한다. 조직 생활은 사상교양과 사
상투쟁, 혁명적 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생들에게 높은 사상성과 조직성과 강인한 의지를 길러
주는 교육 과정으로 여겨진다. 학생들은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조직 생활을 통하여 조직성을 키우고
조직이 위임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학생들의 조직 생활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 조직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언제나 조직에
의거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사업하고 생활하는 것을 습성화” 하는 것(남진우 외, 1991: 310)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곧 개인의 판단과 이해보다 집단을 앞세우는 집단주의적 태도를 의미한다.
학생들의 규율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주, 월, 분기, 연별로 행해지는 생활총화를 통하
여 이루어진다. 각종 총화는 주로 분단위원장11)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단위원장이 지적하고, 특히 결석이나 규찰대에 의해 규칙 위반으로 적발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말한다. 그 다음에 각자 종이에 한 장 정도 자신에
대한 비판과 다른 학생에 대한 비판을 써서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쁜 성적이나, 지각, 결석, 수업 태도, 용의복장 등의 규율 위반이고, 패싸움 등은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 호상비판” 은 인민학교 시절부터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 기계적으로” 이에 임한다. 때로는 친구간에 서로 약속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잘못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기별로 열리는 소년단 및 청년동맹의 분기총화에서 비판 대상으
로 오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학년말과 졸업 시에 학생들의 품행 정도를 “ 모범”, “ 보통”,

“ 락후” 로 평가하는데, 분기총화에서 지적되면 평가서에 기록되거나 품행 평가에서 “ 락후” 등급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년말 품행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 충실성과 효성” 이라고 말한다. 당
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하는 척도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기본과업은 학습이기 때문에 당과 수
령에 대한 충실성은 일차적으로 당이 제시한 “ 학습제일주의방침” 을 어떻게 관철했는가, 즉 학습에
대한 태도로 드러난다고 본다. 품행평가의 두 번째 기준은 소년단 등의 조직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
게 수행하는가이다. 여기서는 조직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회의 참가 태도, 조직의 결정과 개인이
조직에서 담당한 과업 수행 태도와 결과 등이 평가의 척도가 된다. 세 번째 기준은 소년단 등의 조
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활동 참가도이다. 여기서는 주로 소년단 조직을 단위로 하여 이

11)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기본 조직은 단이고, 단 아래에 분단과 반이 있다. 단은 학교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 소
년단과 청년동맹 활동을 조직, 집행하는 단위는 분단인데 이는 학급을 의미한다. 분단위원회는 분단위원장과
두 명의 부위원장, 분단위원들로 구성된다. 부위원장 중 조직 부위원장은 학급반장이 겸임한다. 이 이외에 조
직 부위원장과, 학습 담당 분단위원, ‘좋은 일하기 운동’ 담당 분단위원, 체육활동 담당 분단위원 등이 있다.
분단 안의 기본 단위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된 단위가 반이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소조 활동 및 학습, 규율에 대한 통제는 학급 내의 반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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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각종 대중운동과 활동에 참가하는 태도가 평가된다. 넷째, 사회적 노동에 대한 태도이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수행되는 각종 과외노동에 임함에 있어서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평가한
다. 다섯째, 학생들의 도덕 품성을 평가한다. 도덕 품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 윗사람과 교사에 대한 존경, 친구들에 대한 사랑, 공중도덕과 사회질서 준수, 건전한 생활 등을
평가한다(남진우 외, 1991: 381-383). 이 품행 평가에서 “ 락후” 를 받은 학생은 입대와 입당이 어려워
지는 등 향후 진로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품행 평가
는 신경을 써서 나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청소년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총화를 비롯한 회의는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민주
적으로 수렴하고 학급의 일을 결정하는 장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와 생활총화를 통하
여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침묵을 인내하고, 교사가 미리 결정하여 제시하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정해진 시점에서 기대되어진 의견을 발언하도록 훈련된다.
교사나 청소년 조직의 비판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학생은 특별한 통제와 사상교육의 대상이 된다. 학교에 교양소를 설치하여 “ 불
량자” 들을 몇 개월간 집에 보내지 않고 함께 숙박하면서 집단적인 생활을 통하여 이들을 교육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안전부의 교양 대상이 되고, 소년교화소
에 가게 된다. 소년교화소에서는 일정 기간의 노동과 교정교육을 행하는데, 교화소에 들어간 학생들
은 퇴소 후에 광산, 벌목장 등에 강제 배치되기도 하며, 그 부모와 교사들도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
는다( 송광성 외, 1993: 198).
분단과 반과 같은 청소년 조직 단위는 또한 집단주의 정신을 기르기 위한 단위가 된다. 일상적인
총화와 회의 이외에도 집단적인 생산노동과 대중운동이 청소년 조직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집단
적 경쟁이 도입된다. 집단적 경쟁은 집단 내적으로 이타성, 상호의존, 협동 등의 집단주의적 태도를
함양하는 동시에, 집단들 상호간의 경쟁관계를 통해서 학습과 노동의 생산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북한의 교육학에서는 타집단과의 경쟁과, 집단 이익에 대한 복종 및 상호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집
단주의는 서로 ‘대조적인 지향’이지만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자기가 속하고 있는 반, 또는 분단이 전 집단 중 첫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려는 학생들의 욕
망” 은 집단간의 노력경쟁, 학습경쟁에서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이를 장려하
기 위하여 통계판, 순회 우승기, 승리의 깃발, 벽보, 표창 등을 사용한다. 집단주의적 경쟁의 기본 단
위가 되는 작업분조 및 분단 구조와 집단주의적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상징체계는 학교와 생산현장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2. 규율에 대한 저항의 양상
북한 학교의 수업 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실제 학교 생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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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바와는 차이를 보인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과하는 규율에 대
하여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한다. 북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탈과 저항에 관한 언급은 공식 문헌에
서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북한의 교육 관련 문헌과 정기간행물들은 학생들의 사소한 잘못을 교육을
통하여 교정한 사례와 모범적 행동들을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있을 뿐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
문에서 교육의 방향과 강조점이 언급될 뿐 학생들의 규율 위반에 관한 지적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런데 1980 년대 후반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 기 제13 차 전원회의 연설(김일성, 1988: 62)에는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등장하였다. 김일성은 “ 학생들 속에서 불량행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지 않
고 과외생활을 바로 조직하지 않으면 불량행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 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규율 위반 현상과 그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1980 년대 후반에는 공식
적인 연설에서 지적할 정도로 학교 규율이 이완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 규율 이완 현상은 1990 년대에 경제난이 급격히 심화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경우
에 따라서는 학교의 출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12) 절도 등 경제적인 동기에 의한 위법행위도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4 년 6 월에 “ 불량 청소년이 급증하여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므
로 이들의 교양선도를 위해 사로청 활동을 더욱 강화”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길은배, 2003: 68). 이
는 교육 내적인 이유보다는 식량의 부족과 가족 해체 등의 교육 외적인 요인이 학교 규율의 해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규율에 대한 저항의 양태는 주로 탈북자의 구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북한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규율에 대한 저항은 결석, 용의복장 불량, 흡연과 음
주, 이성교제 등의 일상적인 규율 위반과, “ 자유주의”, “ 날라리풍”, “ 황색바람” 등으로 불리는 자본주
의 문화 모방, 절도와 패싸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위법 행위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
영역별로 규율에 대한 저항의 양상을 간단히 살펴본다.
북한의 중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착용하는데, 학생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복의 변형을 시도한다.
주로 교복 바지폭을 좁힌다든지 안감을 대어 나팔바지를 만들어 입는다. 신발의 끈을 나비모양으로
맨다거나 머리를 규정 이상으로 기르기도 한다( 송광성 외, 1993: 281). 최근 들어 운동복은 공급되지
않고 각자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다양한 운동복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경제적 능력을 표현하기도 한다.
흡연과 음주는 중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규율 위반행위이다. 학생의 흡연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중학교 고학년 남학생의 절반가량 담배를 피운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로 미루어볼 때 남자중학생들의 흡연율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13) 개인적
12) 경제난 이후 북한 학교의 출석률에 관해서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탈북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경제난이 가장 심각했던 90년대 중반경에는 출석률이 30%에
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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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친분있는 교사들과는 학교 밖에서 술이나 담배를 함께 하기도 한다. 잎담배를 말아 피우거나
집에서 집안 어른들의 담배를 몇 개비씩 몰래 가지고 와서 변소 등 학교 구내의 구석진 곳에서 담
배를 피운다. 필터 담배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오창근 구술, 2003). 상습
적으로 흡연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사들은 학생 스스로가 고치도록 유도하지만, 상습적인 흡연은 생
활총화와 품행평가의 대상이 된다. 음주와 흡연으로 대표되는 성인의 습관과 기호는 그것을 즐기는
학생들을 더 성숙하고 우월한 사회적 존재로 드러내주는 표식이다.
이성교제는 80 년대 말 남녀공학 실시와 경제난, 중국과 서양 문화의 유입 등의 영향으로 90 년대
이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학년 학생들간에는 이성교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나 비공개
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러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교
생 앞에서 공개적인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 이는 품행평가에 반영되고 청년동맹 간부인 경우에는 간
부직 박탈 등의 처벌이 가해지지만 졸업 이후에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경제난 이후 특히 큰 규율 문제로 대두된 것은 소위 “ 자유주의” 이며, 그 중에서도 “ 날라리풍”, “ 황
색바람” 으로 불리는 서양 문화 모방 현상이다. 라디오나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서양 춤과 한
국 대중가요 등은 공식적으로 금지된 문화이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다. 이러한
문화는 학생들간의 비공식적인 친목모임을 통해서 확산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농촌지원활동 기간에
집단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부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를 접하고 확산시키
는 학생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 문화적으로 앞서 나가는 애” 로 인식된다( 장길남 구술, 2003). 심지어는
학생들의 규율 위반을 단속해야 할 청년동맹 간부들도 학생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그들을 효과적으
로 통제하기 위해서 농촌지원활동 기간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이러한 춤과 노래를 배우기도 한다.14) 90
년대 초반에 남한 가요가 삽입된 “ 민족과 운명” 이라는 북한 영화가 출시되자, 영화 속의 남한 가요가
순식간에 학생들에게 확산되어 그 노래를 금지하는 당의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구
술에서 “ 자유주의 분자” 들이 “ 자유조직” 을 결성하기도 한다는 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엄밀한 의
미에서 조직적인 저항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학생들이 교사
와 조직 생활의 통제망에서 벗어나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추어 서양 춤을 추는 등 학교
규율로 금하고 있는 각종 행위를 해보는 친목 모임 정도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문화적 호기
심을 넘어서는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 꿈도 못 꾸는” 일이다.
북한 학생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비행성 규율 위반 행위는 절도이다. 절도의 수준은 대부분 가정
13) 북한 교사 출신 김희근(1998)은 북한 중학교 남학생들의 흡연 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담배는 고등중학교 1학년이면 거의 피우기 시작해서 4학년쯤이면 대부분이 다 피워 통제가 힘들다. 학교에
서도 통제하다가 “들키지만 말라”거나 “집에 가서 피워라” 한다.” 또 다른 탈북자는 “담배는 고학년이 되면
거의 어른들보다 더 피”운다고 말한다.
14) 청년동맹 위원장 출신의 탈북자는 농촌지원에서 자신이 패두목들로부터 디스코춤과 한국가요를 배웠던 사
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거 전혀할 줄 모르고 그러면 제가 사로청 위원장으로서 학생을 통제할 권한이 서
질 않거든요. 섞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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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가 쌀을 훔치거나 찬장을 열고 밥을 뒤져먹는다거나 주머니 돈을 훔치는 정도가 대부분이
다(김성 구술, 송광성 외 1993: 244 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절도행위는 상당히 일상화되
어 있고, 청소년 조직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각종 수집활동으로 인해서 구조화된 절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에서는 각종 재활용품과 자재 수집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는 경제난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다. 개인별, 반별로 일정한 분량의 종이, 쇠붙이, 토끼가죽 등이 할당
되는데, 할당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총화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떠한 수단
을 써서라도 할당량을 채우려 하고, 각종 절도 행위가 그 수단으로 동원된다. 학생들은 중량 당 금
액이 높은 동이나 납 조각을 구하기 위해 기업소에 몰래 들어가 자동차 배터리를 뜯어 그 안에 있
는 납판을 녹여서 내기도 하고, 토끼 가죽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 토끼사를 습격해서 학교에
서 기르는 토끼를 잡아서 내기도 한다( 박수현, 1999). 자재 수집 운동을 위한 절도는 “ 학교에서 동을
많이 수집했다 하면 도둑질을 많이 했다는 소리”(장길남 구술, 2003)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편적이
다. 공동재산을 절약하자는 조직 생활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동재산을 훔치는 규율의
위반을 일상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학급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규율
위반을 행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집단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규율의 원리로서 강조되지만 실제로 학
생들이 실감하는 유의미한 집단은 전체 사회와 국가라는 추상적인 집단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쟁의
단위가 되는 반과 분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적 소유관념이 희박한 사회주의 체제의 문화
적 특성으로 인해 사소한 절도 행위는 학생들의 의식 속에서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경제난은 학생들의 절도 행위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난 이후에는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주거지역과 학교를 이탈하여 개성, 평양, 청진 등 도시로 몰려다니면서 도둑질을 하
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김창화 구술, 송광성 외, 1993: 258 에서 재인용).15)

3. ‘반학교문화’로서의 “패” 형성과 집단 폭력
학생들의 규율 위반 행위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학교, 학급, 마을별로 형성되는
15) 공동재산, 자재, 생산품에 대한 절도 행위는 학교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공공재산 횡령과 절도 행위는 1950년대부터 줄곧 김일성의 연설문에서 노동규율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구술에서도 예외없이 확인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에는 국가가 주민들의 기본
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탄광의 갱목을 빼서 땔감으로 사용한다든지 공장의 기계를 떼어다 파는 등
의 극단적인 행동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규율을 통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들까지도 “서로 눈 감아주는” 공모관계 속에서 “집단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
는(박용석 구술, 2004) 극단적인 규율 이완 현상이 초래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에 대한 절도 행위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황수민에
의하면 중국의 집체체제 하에서도 공공재산에 대한 좀도둑질이 횡행하였는데, 이러한 좀도둑질은 공동의 재
산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
지 않는 농부들의 인식과 관련된다(황수민, 2003: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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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거리 간에 벌어지는 패싸움이다.16) 앞 장에서 언급한 학생 범주 중에서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남학생들은 전부 “ 패” 라고 불리는 비공식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중학교 3 학년 경부터
주먹이 센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학생들의 무리가 만들어지며, 4 학년 정도가 되면 상급학년
중심의 기존 패조직과 연결되면서 남학생 대부분이 특정한 패에 소속된다. 패는 학급에서 힘이 센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급 단위로 형성되기도 하고, 상급학년이나 학교 외부의 조직과 연결되면서
학교 내에서 몇 개의 주요한 패가 경합을 벌이기도 한다. 제대군인이나 노동자 등 그 지역의 성인들
과 연결되어 성인 패조직 간의 싸움에 동원되기도 한다.17) 중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은 패싸움을 하지
못하면 “ 남자 축에도 끼지 못”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기홍 구술, 송광성 외, 1993: 280 에서 재인용).
이러한 조직은 패두목의 이름이나 별명 밑에 “ 떼” 나 “ 패” 를 붙여서 “ 준호떼”, “ 덜더네패” 등으로 부
른다. 학교 내의 패들이 대립하다가도 같은 패 소속임을 알고 통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패들 간에는 수시로 패싸움을 벌인다. 자기 패 소속의 학생이 매를 맞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패의 학생들이 상대 패의 학생에게 몰려가서 “ 모두매” 라고 말하는 폭력을 가한다. 이는 곧 패간의
집단 패싸움으로 번진다. 패두목끼리 싸움 시간을 정하고 학교 밖의 산이나 강둑 등지에서 집단적으
로 맞붙는다. 보통은 주먹이나 돌 등으로 싸우지만 삽, 곡괭이,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인명 피해
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패싸움의 이유는 보통 “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하는 자존심 싸움” 이다. 방과
후에 모여서 노는 활동 구역을 침범하거나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친 것 등 사소한 이유들이 모두
싸움의 사유가 된다. 승리한 패는 패배한 패 소속의 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등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싸우게 될 때에는 학교 전체 남학생들이 나가서 싸우게 된다. 한때 패
싸움은 “ 학교 수업 끝나면 패싸움하는 게 기본 스케줄” 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편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패거리를 형성하고 이들 간에 집단적 폭력을 사용하여 패싸움을 벌이는
것은 일시적인 일탈이나 비행(길은배, 2003: 67)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존재 방식이며 그들의 “ 생활의 즐거움”( 장길남 구술, 2003)이다. 학생들의 공식적인 조
직은 청년동맹의 반, 분반, 단으로 구성되며, 그 중심은 각 단위 조직의 위원장이다. 그러나 실제 학
생들의 생활에서 보다 의미있는 조직은 자신이 소속한 패이며, 패의 각 단위의 두목들이다. 공부를
16) 패싸움의 강도는 시기별로, 지역에 따라 편차를 나타낸다. 특히 함흥, 청진과 같이 패싸움이 심한 지역이 있
는데, 탈북자들은 이를 지역 주민들의 기질이 강하고 노동자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일부 광산 지역 출신 노동자는 학교의 패조직이 공장의 성인 패조직과 연관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패싸움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문화적, 계층적 요소 및 학교와 공장 조직 간의 연계
에 대해서는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17) 특히 80년대 광산지역의 한 노동자 출신 탈북자는 광산 노동자들의 패조직이 중학교 학생들을 조직원으로
조직하고 동원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박용석의 구술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탄광 패조직의 두목이
고등중학교에서 “후비”를 물색하고, 성인들의 패싸움에 학생들을 함께 참가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
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문제 해결이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패싸움도 잦아들었다고 한다.
이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공장의 노동규율이 이완되어 있고 공식적 통제가 미약한 지역에서는 노
동자들의 패조직이 상당한 세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학생 조직과도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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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는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다 자신이 소속된 패가 있다. 자기 패에 속해 있을 때만이 “ 맞
지 않고, 자기 몸을 보전할 수 있” 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도 패에서 영향력있는 학생들과 친분관
계를 가져야지만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들은 패두목들의 숙제를 대신해준다든지 공부를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협상을 한다. 휴식 시간에도 같은 패끼리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방과후에도 패끼리 나뉘어 논다. 중등학교 남학생들에게 패가 가지는 의미
에 대해서 한 탈북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패에 소속되지 않으면 생활하기 좀 힘들죠. 그 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 땐 완전히 생명 끝이라 할 정도로.”(정성일 구술, 2003)
학생들에게 있어서 패는 물고기에게 있어 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패를 지키고 그와 관련된 비밀을 엄수하려 한다.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 중의 하나가 패싸움 방지이기 때문에 패싸움이 적발될 경우에 당사자들은 비교적 크게 처벌
받는다. 학생들간의 패싸움은 1980 년대 후반부터 성행하였으며 90 년대 초반에는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청소년조직을 동원하여 강력한 사상투쟁과 단속을 벌이기도 하였다. 청년동맹 조직이 강력
한 경우에는 청년동맹 주도로 교양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에는 안전부나 청소년
교화소로 보내진다. 패싸움 문제가 학교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싸움이 발생할 경우
교사들은 끝까지 주동자를 캐내려하지만 학생들은 이에 관해 철저하게 입을 다문다. 패싸움으로 인
해서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을 입더라도 그에 관해 발설하는 것을 “ 수치로 여기고, 병신이 되
면 됐지 조직의 이름은 안 밝힌다.” 만일 교사에게 패싸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다른 학생에
게 알려지면 그 학생은 자기 조직의 보호구를 벗어나게 된다. 학생들에게 학급내의 조직은 “ 졸업을
해서도, 죽을 때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맥관계” 이며, 자신들끼리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자
신의 생존 공간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므로, 다른 학생들의 “ 발길 밑에서” “ 인격이 파괴된 생활” 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길남 구술, 2003). 때문에 패싸움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발견되어
큰 처벌을 받는 일은 그리 흔하지는 않다.
패에 소속되어 패싸움을 벌이고 패싸움에서 승리하여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는 과정
은 또한 북한의 남학생들이 집단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유일하게 자아를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대다수 학생들에게 학업은 자아를 실현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지 못한
다. 또한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학교의 공식적 규율과 문화 속에서 학생 개개인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의 정체성만을 강요당한다. 그들은 일상적인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집단의 구성
원으로서의 규격화된 모습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검열한다. 그들은 학교의 일상적 규율 통
제 기제하에서 잃어버린 개인적 정체성을, 너무나 강력한 초자아의 그늘 밑에 가려서 초라해진 자아
를 패싸움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홍민(2004)의 연구에 의하면 공장에
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패싸움은 그들 내에서의 ‘ 차이’를 구분하고 이러한 ‘ 차이’를 매개로 묶여 서
로간의 정서를 인위적으로 공감하는 형태로 집단적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18) 중등학교에서 나타
나는 패싸움 역시 개인이 국가와 사회라는 거대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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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유의미한 소집단을 구성하고 다른 집단과 육체적 힘을 겨루는 과정을 통하여 타인과의 ‘차
이’를 확인하려는 욕구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남자 청소년이 동일시하는 대상이 전쟁영웅, 지도자, 수령, 싸움을 잘하는 동료라는 연구
결과( 민성길․전우택, 1997: 160) 는 학교교육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자신들이 스스로 창조한 영웅이
공존, 교차하고 있는 북한 남학생들의 내면 세계의 단면을 보여준다. “ 형들을 덩달아 따라 나가서,
그저 패싸움 하는 걸 자랑처럼 여기고”( 정성일 구술, 2003), 패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기쁨과 큰 명예
로 생각하는( 민성길․전우택, 1997: 144) 북한의 남학생들에게 패거리 문화와 집단적인 폭력은 단순
한 일탈 행위 이상이다. 패싸움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배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이들만
의 온전한 공간이다. 패싸움을 통해 학생들의 비공식적인 지위체계가 결정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존재가치가 확인된다. 남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추구하는 대중문화나(최소영, 1996) 개성있는 용의복
장(박선웅, 2002; 이은성, 2004) 이 학생들이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면, 패 결성과 패싸움은 북한
남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출하는 주된 수단인 것이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태도를 거부하고 새로운 집단의 생활양식과 규범을 창조해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
종의 ‘반학교문화’ 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식적 규율과 이에 대한 저항, 학교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반학교문화는 학생들의 생활
세계와 내면 심리세계에서 공존하고 중첩된다. 공식적 규율에 대한 저항과 반학교문화의 물적 토대
가 되는 것은 공식적인 학생조직과 구분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집단, 즉 “ 패” 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학급 조직이나 청년동맹 등의 청소년 조직이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패조직과 패의 중심이
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공식적 학교 조직의 두 핵심은 학급반장
과 청년동맹 등 청소년조직의 장이다. 이 중 학급 반장은 학급에서 물리력으로 모든 학생들을 장악
할 수 있는 학생, 즉 패두목이 담당한다. 이들은 “ 공부는 못하지만 학생들을 잘 통솔하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교사는 학급반장을 통해 학급 운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관철시
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장이 학급 학생들을 장악하고 있는가가 순조로운 학급 운영의 관건이 된
다. 반에서 학생들간의 관계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교사
보다는 학급반장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학교 밖에서는 공식적으로 금지된 패싸움과 같은 행위를 주
도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교사를 도와 학급 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성적도 어
느 정도 좋고 성분도 좋은 학생이 담당하는 청년동맹 간부들은 학생들의 정치적 교양과 품행평가와
관련된 생활 총화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패싸움과 같은 규율 위반 행위를 앞장서서 교정해나가야
할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청년동맹 위원장도 패에 소속될 뿐만 아니라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패의 두목들과 협력해야 한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학
생들을 장악하고 있는 두목의 협력이 없이는 학생들을 통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동맹 간부들은

18) “싸움하는 게 우월함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탈북자의 증언(박용석 구술, 2004)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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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속해있는 패나 자신과 친한 패두목의 협력을 얻는 대신 이들의 규율 위반은 눈감아준다.
간부들은 분기생활총화에서 “ 자신에게 적대적이고 눈에 거슬리는” 패두목들의 규율 위반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한다. 패두목들도 좋지 않은 품행 평가는 평생 기록에 남고 입대나
입당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청년동맹 조직과 연계를 가지려고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의 공식적인 조직이 학생들의 자체적인 패조직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다.

1990 년대 초반에 패싸움이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패두목을 청년동맹
간부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공식적 조직
과 일치시키자 학교의 공식적 이데올로기가 학생들의 ‘반학교문화’ 를 침윤해들어갔다. 학교 자체가
하나의 큰 패가 되면서 청년동맹 위원장이 패두목으로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학교 내에서 큰 싸움은 줄어들었고 학교 대 학교로 싸움을 벌
이는 경우에 청년동맹 위원장끼리 만나서 싸움이 너무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협상했다. 학생들은 청
년동맹 간부들을 학교의 “ 주체” 라고 불렀다(김형석 구술, 2003). “ 주체” 는 학교내에서 “ 실질적인 권
한” 을 갖고 모든 학생들을 장악했다. 이들은 4, 5 학년 후임자 간부단과 6 학년 간부단이 함께 몰려
다니면서 자신들의 실체를 과시했고, 자신의 후임자를 청년동맹지도원과 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었다.
반면,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청년동맹 위원장으로 임명된
패두목이 칼부림을 해서 청소년 교화소에 수용되고 사건이 구역당에 보고된 사례도 있었다.

Ⅳ. 결론: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의 특성
이 연구를 통하여 북한 사람의 인성 특성19)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인 북한 중등학교 규율을 살
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할 때 북한의 학교 규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이 학교 규율은 집단주의적 특성을 지닌다. 집단주의는 성문화된 학교 규칙, 교육 내
용, 수업 규율과 통제 방식, 청소년 조직 생활을 통하여 가장 강조되는 항목이며, 북한 사람의 인성
의 골격을 이루는 특질이다. 최봉대(1999) 는 북한의 집단주의 멘탈리티가 자기 희생- 개인 이기주의,
제일성-개별성, 집단적 규율-자유주의, 일원주의-다원주의, 질서-무질서라는 이분법적 가치 체계 속에
서 전자의 일극에 투사된 개인들의 사회적 가치 및 행위를 지향해 주는 사회 심리적 힘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 심리적 힘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는 북한 사람들의 의식적, 무의
식적 사고와 행동방식을 규정하는 집단주의적 규율을 내재화하는 주요한 장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주
19) 선행연구(서재진․김태일, 1992; 전우택, 2002)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주요한 인성 특성으로 기초적 생활규범
습득,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 집단의식, 수동성과 타율성, 온정주의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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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의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북한의 경우에 이 집단의 구심에는 항상 수령이라는 지도 중심이
위치해 있고 이 지도 중심이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학교의 수업과 청소년 조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집단주의 규율은 개인별, 집단별 경쟁의
기제와 공존한다. 북한의 교육학 이론에서는 학생들의 학업과 사회 활동 성과에 대한 개인별, 집단별
비교와 경쟁은 전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집단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며,
집단주의와 집단적 경쟁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국가의 이
익과 개인 또는 소집단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집단주의의 원칙보다는 경쟁의 원리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
북한 학교 규율에 내재하는 집단주의와 경쟁의 원리간의 모순은 외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집단
주의 규율이 상당 정도 이완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나
타나고 있는 집단주의적 규율의 이완 현상을 눈여겨 볼만하다. 최근 북한에서는 항일혁명기와 한국
전쟁, 산업화 초기의 자기 희생과 집단주의 정신을 부활시킨 “ 고난의 행군” 정신의 강화를 통하여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지만, 국가라는 대집단이 주민의 생계 유지를 담보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자기희생이 곧 집단의 이익 및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집단주의가 어느 정도로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 학교 규율의 두 번째 특징은 권위에 대한 자율적 복종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북한 학교에서
는 규율을 학생들에게 내면화함에 있어서 “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 방법에 의해 학생들이 규
율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규칙이나 수업 규율,
생활총화 과정 등을 살펴볼 때, 북한 교육에서 말하는 자율성이라는 것은 교사와 상부의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 스스로의 가치판단에 의한 주체적인 행위와는 다
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정답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있어서 각자의
능력과 열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라는 것이 북한 교육에서 말하는 자율성의 의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학교 교육을 통해 실제로 형성되는 특성은 권위에 대
한 순종과 적응이다.
권위의 정점에 수령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존재한다. 수령은 인민을 지배하지만 이 지배는 억압적
이고 폭력적인 지배가 아닌 부모가 자식들에게 베푸는 은혜와 보살핌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특성
을 이만우(1998)는 ‘지배의 온정주의적 정당화’ 라고 명명한다. 즉, 수령은 온정주의적 ‘ 부모 형상’ 을
지니면서 지배를 합리화하는 매체이다. 부모 형상의 온정주의적 이미지를 대중에게 내면화시킴으로
써 자존과 자기 결정에 대해 무감각한 의존적 인성을 형성시킨다. 북한 학교에서 교사는 수령의 ‘부
모 형상’의 대리물이다. 권위에 대한 복종의 강제는 “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
화교양” 이라는 온정주의적 규율 방식을 통해 포장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북한의 학교 규율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수용되고 내면화되지는 않는다. 학령
기 이전부터 지속되는 사상교육과 엄격한 학교 규칙, 교사와 청소년 조직에 의한 일상생활의 세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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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과 통제 등이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규율이라면,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규율에 순종하면
서도 자신들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결석, 수업 중 도망가기, 수업시간에 딴전 피우기, 장난걸기, 음
주와 흡연 등의 각종 규율 위반을 범하고, 때로는 억압된 욕구와 공격성을 종종 극단적인 형태로 표
출하면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모습이 공식적 규율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 규율에 대한 저항은 사회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으로 발전하지는 못하며 소극적인 저항
의 형태를 띤다. 집단적 패싸움과 같이 형태 면에서는 폭력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학교나 사회의 통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0) 학교의 공식적 이데올
로기는 반학교문화에 의해 축소되거나 전복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인 저항으로 전화할 수 있
는 학생들의 에너지는 온건하고도 안전한 형태의 반학교문화로 표출된다.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
적인 학교 규율의 특성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 패” 조직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반학교문화 속
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북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 기회의 좌절,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부모나 선배의 조언,
대북 방송 청취, 경제난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 중에 접한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상 등을
통해 북한 사회와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간파’ 한다. 북한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
분적 ‘간파’ 는 어떤 위협적인 저항이나 정치적 대안의 구성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만다. 윌
리스에 의하면 이데올로기가 반학교문화에 하향수직적으로 끼치는 영향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확
정’과 ‘교란’이다. 문화적 과정의 여러 측면 중 현 사회적 조직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것들은 장려
되나, 그 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적 간파를 담고 있는 것들은 교란된다(P. Willis, ibid.: 235-

237). 북한의 학교에서 끊임없는 사상교육, 청소년 조직 활동에 의한 상호검열 및 자기검열 등의 ‘교
란’의 기제는 간파의 실마리가 발전하고 표출되는 것을 혼란시키고 방해하는 ‘제약’의 요소로 작용한
다. 뿐만 아니라 반학교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격, 예를 들어 패조직의 위계와 권위주의적 성
격은 학교의 공식적인 문화와 조직 속으로 흡수되면서 학교의 공식적 규율과 담론을 오히려 강화하
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학교에서 이데올로기가 간파를 부분적으로 확정하고
교란시킴에 있어 ‘우리’(us)가 집합적 결속을 갖추고 자기선언적인 ‘우리들’(we)로 되지 못하도록 방해
하는 것(P. Willis, ibid.: 235-245)과 마찬가지이다.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거짓 ‘우리들’ 을 위해 학
생 개개인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양도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중등학교에서 반학교문화가 노동계급
출신의 학생들을 육체노동으로 ‘자발적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재생산을 유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학교의 반학교문화는 학교 체제를, 더 나아가서 사회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허
용되면서, 공식적 규율이 주는 중압감의 누적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완충제의 기능을
한다.
20)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불복종하는 행위, 일하면서 꾸물거리기, 고의로 불성실하기, 도
주, 무지한 체 하기, 시치미 떼기, 좀도둑질하기 등의 소극적인 저항은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이 허용되
지 않고 정치체제가 억압적인 사회에서 발달하는 저항의 형태이다(서재진․김태일,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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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 규율에 저항하고 나름의 반학교문화를 형성하는 학생들의
정체성은 체제위협적인 것도 아니고 계급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의 저
항이 사회정치적 상황과 외부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정치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역시 이데올로기의 수동적 담지자가 아니며, 기존 구조에 대한 부분적인 간파를
통해 저항과 탈주의 공간을 열어가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초보적인 수준에서 분석한 학생들의 반학교문화가 북한 사회의 계급구조와 어떻게 연
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가능성에 관한 보다 정교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반학교문화의 물적 토대는 무엇인지, 80 년대 이후 반학교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사
회적 동인은 무엇인지, 규율에 대한 저항이 주로 소극적인 저항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지배 이데올로
기의 ‘교란’이 ‘간파’를 압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학생들의 규율화와 이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전
개되는지 등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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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scipline and Counter-school Culture in North Korea

Cho, Jeong-Ah(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cipline and the counter-school culture in North Korean
middle school. This study focuses on the classroom discipline and youth organizations as major
mechanisms of discipline. Collective and authoritative rules are compulsively enforced in class and
through the activities of youth organizations even though they are officially regarded and
recommended as students' self-governing rules.
Examining the real school culture reveals that schoolboys transform the imposed school discipline
and make their own counter-school culture. Especially, schoolboys organize gangs and do mob
violence to each other. Unlike the formal youth organization, the informal gang is the real network
in which students make their school life and express their own identities.
Nevertheless, the formal ideology of school does not weakened or overthrown by the
counter-school culture. The students' resistance stays behind in a moderate and safe form.
* K ey words: North K orean education, school discipline, classroom discipline, youth

organization, resistance, counter-school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