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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동에 있는 본부유치원은 주체43(1954)년 본부동에 있는 본부유치원은 주체43(1954)년 
11월에 창립되여 위대한 수령 11월에 창립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김일성동지와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배려를 동지의 사랑과 배려를 
받으며 발전해온 유치원이다. 받으며 발전해온 유치원이다. 

유치원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조기예술교육을 유치원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조기예술교육을 
잘하여 전국유치원어린이예술축전에서 여러차례 잘하여 전국유치원어린이예술축전에서 여러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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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유치원에서는 수학,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유치원에서는 수학, 
콤퓨터, 음악, 그림, 서예, 운동, 바둑, 글짓기를 콤퓨터, 음악, 그림, 서예, 운동, 바둑, 글짓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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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는 지능놀이실, 실내 
물놀이장, 종합놀이실, 교편물 
실을 비롯한 교육조건이 잘 갖추어 
져있다.

Ponbu Kindergarten, located in Ponbu-dong, 
Sinuiju, North Phyongan Provin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affection and solicitude of the 
great leaders President Kim Il Sung and Chairman 
Kim Jong Il since its establishment in November 
Juche 43 (1954). 

The kindergarten has acquired a good reputation 
for its excellent early education in art as well as 
general education, thus bringing up many prodigies 
who were highly appreciated at the national art 
festivals of kindergarten children. Its children 
also performed in mass gymnastics and artistic 
performance Arirang, Kim Il Sung Prize winner.

Upholding the lofty intention of the respected 
Supreme Leader Kim Jong Un who is endowed 
with boundless affection for children, the future of 
the nation, the kindergarten intensifi es education 
in mathematics, computer, music, drawing, 
calligraphy, sports, paduk (Korean folk game), and 
writing, thereby producing a growing number of 
talented children.

Ponbu Kindergarten
in Sinui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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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ndergarten is furnished 
with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intelligent games room, indoor 
wading pool, general playing area, 
visual aids room, and so on.



  여러가지 악기연주법을 가르치는 전과실들에서는 
조기예술교육을 강화하고있다.

유치원을 찾은 외국인참관자들

 The children are taught how to play various musical 
instruments in the rooms specially prepared for early 
art education

Foreigners visit the kindergar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