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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우리는 안찰으로 기센 變化의 물결 속에 침싸여 있다燎

昨今의 國際情勢는 2次大戰 以後 世界秩序를 支配해 온 東 .西冷戰體制가 崩壞

되고 새로운 和解와 協力의 시대를 맞아 改編의 몸부림 속에 있으며, 共찰睦界

도처에서는 改革과 開放으로 향한 엄청난 變化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를

또한 우리 社會 內部에서는 第6共和國 出視 以後 民主化의 進展과 함께 統 . -

에 관한 다양한 主張과論議들이 各弄에서 頃出되어 왔다. 특히, 88年에 있 던

大統領의 q .7宣言J과 89년의 r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J 發表를 계기로 北韓을

보는 視角과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의 認識이 새로운 狀況에 맞게 轉換되어야

한다는 意惡이 各界에서 强力히 대두되어 왔다 .

본 指導索料는 이러한 內外의 狀況的 要請에 따라 출級 國民精神救育機關에

서 시행되는 統一敎育의 方向과 內容을 再定立해 나가기 위한 努力의 일환으

로,國土統一院이 斯界 專門家의 諮問을 받아 새로이 開發한 것으로서 주로 成人

을 對象으로 하는 社會敎育의 現場에서 널리 活用되도록 提供하는 것이다 燎

지금까지의 관련 敎育指導資料들이 주로 內容體系의 編成에 置重되어 온

것에 비해, 本 指導資料에서는 특히 被敎育者들에게 바람직한 國民的 視角과

態度를 심어줄 수 있는 敎授方法上의 效果的 提案들과 바람직한 統一論議을

위해 進行되어야 할論議規範들이 어떤 것인가를 提示해 보고자 努力하 다 를

아무翼록 이 指導素料가 國民精神敎育의 一線에 널리 보급되어 國民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意識과 價値觀을 심어주는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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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統-敎育의 基本출針

. 統一敎育은 우리민족의 念願인 統一國家의 實現을 앞당기기 위해 바람직

한國民的 價値觀과態度를 심어주는데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특정한政派

的 關心을 超越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

/ 統一敎育은 남과 북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깊숙히 內在해 있는

상호간의 敵對意識과 不信感을 解消하고 서로가 寬容, 和合, 協力할 수 있는

意識과 態度를 함양시켜, 앞으로 이룩해 나갈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對備할

수 있도록 추진되 어야 한다출

.#.". 統一敎育은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하여 굳은 意志를 가지게 하고,

眞黎하고 合理的인 思考를 할 수 있도록 추진되 어야 하되, 우리의 主權과 國體
f

生存과 福祉 및 統一의 제반 成脅要素에 대한 현실적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도록

展開되 어야 한다 燎

." .統一敎育에서는, 우리가 指向하는 통일이 란 과거로의 原狀 復歸的 統一이

아니라 未來指向的 觀點에서 세계 속의 한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民族共

同禮의 形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찰

....統一敎育은 민족 구성원 하나 하나의 自覺과 決斷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共感帶 形成에 주력해야 하고, 장차 이룩하려는 통일에 있어서 民族成員 모두의

자수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結集된 힘이 결정적인 關龍이 되는 것임을 강조해

야 한다.

..." . 統一敎育은 우리와 후출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創意力의 발휘를 북돋울

수 있도록 전개되 어야 하며, 과거에 대한執着보다는 未來指向的 視角에서 통일

을 論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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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敎育의 過程中에는 民主<t, 人權保障, 福祉 등 많의 기된조건에 관한

간설적 비판이나 활발한 論議가 害觀的인 視角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출

統一敎育은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다양한 主張과 論議를 비교,

평가할 글 아는 眼目을 갖게하석 盲目的이 거나幼想的인 統一論을 스스로 警戒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燎

統一敎育은 北韓 또는통일문제에 대한論議方法과 諦次 및規範을 이해시

키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어떤 방식으로 合意를 創出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전체의 問題解決力의 水準을

高場시킬 수 있도록 전개되 어야 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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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統一敎育의 目的

統-敎育t -般目的
.

統一敎育의 궁극적 인목적은 조국통일을 自主的이고? 平和的이며?民主的으로

이루기 위해범국민적 이해기반의 확충과 함께통일에 대한共感帶 形成과合意

創出을 위해합리적인 論議能力과健全한行爲規範을 온국민들이 함께內面化

하고 生活化하는데 있다燎

學校救育에서의 詠的

초 . 중 .고등학교에서의 統一敎育의 목적은 長期間에 걸친 敎育計劃下에

未成年層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기초적 지식과 理解力을 原理的이고 理論的

수준에서 培養하여, 장차통일에 대한논의와 意思決定에 책임있는 成人으로서

의役割을 수행할 수 있도록 準備시키는데 있다
.

社會敎출에서의 國的

社會敎育分野에서의 통일교육의 목적은 일반成人들로 하여금, [l] 복잡하고

다양한統一問題에 대한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2] 통일의 성취에 대한국민으

로서의 童任과 關心을 높이 갖게 하며, [3]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바탕으로

한린전한論議의 規範을 進守하면서 R ] 장차이룩하게 될통일된 民族共同體

에서의 짧에對派토록 하는데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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麗. 統一敎育의 敎綾識標

이상에 제시한 統一敎育의 目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敎授 目標가 設定된다 零

1.統-問題에 대한 知識 및 理解水準 高場

..;'. 복잡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知識과 事實을 이해하도록 한

다.

.... .- 통일의 성취와 관련된 국내외의 歷史的 .現實的 條件과 變數들을 종합적

이고 리관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眼目을 갖게 한다 출

2.統- 成就에 대한 關心과 參與意識 鼓吹

/ ' 통일의 성취를 위한責任과役割이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分擔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하고, 구체적 個人으로서의 "나"에게 賦與된 責任과義務가 무엇인지

인식케 한다 출

..." 流=論議에 대한無關心에서 벗어나, 多樣하게 제시되는 여러가지 統一論

議에 均衡感覺을 잃지 않고, 積理的이고 責任있는 자세로 比較, 劣.析, 評價할

줄 아는姿勢를 갖게 한다 출

3.統 - 에 대한 合理的 思考 및 건전한 行爲規範의 遵守

,:. 통일에 대한 各者의 태도와 의견의 선택에 있어서 合理的 意思決定能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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滴養될 수 있도록 한다
출

통일에 관한논의에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民主的이고 平和的인 論議規範

을 준수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會

4 .統-國家에 대한諒備와 共感帶 形成

국인각자가 통일의 主體로서 기대하는 統一國家의 未來像에 대한확고한

信念블 가지며, 이의實現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길이무엇인가를 생각케 한다
準

統一國家 形成의 과정에 가로놓인많은難題들을 이해하고, 그難題들의

해결을 위한必要條件 및過渡期的 努力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準

. .

統一國家의 모습에 대한 意見交換을 促進시켜, 바람직한 統一國家의 體

制,誇의方式과 質에대한汎國民的 共感帶를 형성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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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統一敎育의 內容沐系

統一敎育의 內崙를 그 理標에 비추어 約分化하고, 그것에 대한指導上의 留意

3!A를 제시하면 다른과 란다

目 l票 內 容 指 導 上 의 留 意 點

i.통일문제에 대한 . (i) 分斷의 背景과 어느 특정사린에 치중하기 보다는 日帝

知識 및 理解水 」.t8 下에 긴개된 獨立連動차州에 나타난

準의 高湯 左右分裂에서 x 터 38線의 劃定, 핀.lb諒

* 分斷의 淸榮 地域에서의 각기 다른 정핀수림차정 .

(i) 통일문제에 대한 . * 분간이후의 남북 ''6 .25J의 말만, 휴린까지의 익사적

基礎知識 및事實 . 간의冷理淸5?와 배깅에 대한綜合的 眼 目을 갖도곡 지도

認識 긴장간게 하고, 른단이후 방북간의 緊張과 葛讓關

. 技雜하고 찰 a 한 . *른반에 D한강대 係의 諒續으로 인하여 초래된 民族的

틀없를제c 이해하 . 라의익할이해 고틀차 力로?.7 誇등 f料J的 樣桐을 알도

는데 필요한 간린 < t반의 深化過設 록 지도한다 .

諒 e 차 辛 淸 글 諒觀 * 분반의 現實的 특히, 분반의 원인, 6 .25 천쟁 도말의

的으로 認流하도록 意味 책임, 南北拉 緊張造成의 리임등에대한

한다. 사회 一指의 할못된 主張과 歪幽된 視角

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指導 着眼點>

. 특립운동 주도세 력의分裂(民族勢力

과 左異勢力 )이 分斷 圖定化에 미친

항

. 分料의 기본성 직에 간한再.燕明 (分斷

國家 類힌論 등 )

. 남북한政勸撚立過程(북한의 찰산화

착수시 기와 정핀수림 시기) 비피

. 당시의 國際政沿的 力學撚造( c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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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f票 內 審 指 導 上 의 留 意 點

兩 勢力料의 다툼)와 한반도 分斷의

經緯料明 (분단책임 主禮로서의 美 .

蘇에 대한 차衡的 認識)

. 분단이 오늘에 가저다 주고 있는

民族딧的 狀況 認識

(2) 北韓의 生活方式 찰산주의가指rfJ하는 禮制的 綠겨債 f 와

i劉驛 誇의 방식을 撚觀하린서 그것으로 인하

여 結果되는 북한에서의 실제적 생활모

* 북한 共産社會가 습을 사실에 근터하여 照明, 우리와 다른

지 향하는 誇의 모습을 浮刻시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가치 民族異理化 克熊을 위한 노력의 重要性

* 실제로 전개된 을 인식토록 한다 .

북한에서 의 淸의
<指導 淸眼點>

모습과 理
. 찰산주의직 請의 기본가치 (伽人的

* 北撚住民의 도
祈諒欲 抑制, 社有財産의 誘z., 制性

덕. 가치핀, 행위
과 多元性 無視, 集團主義情池.信奉 )

및 사고방식
. 북한통치체제의特殊性(l黨l人 獨裁

* 북한피流沿禮制의
禮制(人民이 主人이 아닌 黨과 김일

를M 生

< 방북간의 異諦化
성 l人에 의 諒雇化)

. 民族史의 歪曲과 傳統文化 抹殺 1
諒料

漆日成 偶像化 플.主로 近代史 改編
를

傳統的 價f의抹殺위에r社會主義

的 새 文化J의 强制 移K

(3) 民族統-의 課題 통일의 意味와 거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서 존단이후 남북한 쌓방의 統一政

< 틀 문제의 本理 策 展消過指.을 撚觀함으로써 統一問題를

理 料 보는 남북한간의 認識의 差를 평가할

< 淸北撚 통일정 책 수 있는 眼目을 갖게 한다
.

의 變遷過役 漑觀
<指導. 淸眼點>

< 남북한 틀일딴안 . r남조선 해방른J과 r게금혁명른J의
.

1 비5I 辰統一的 .反 R族的 性料 糾明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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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f票 內 容 指 導 上 의 留 意 點

* 남북대 화 展開過 .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과

程과 그勝請 이유 우리 입장간에 介流하는 겨情的 걸림

< 통 을 위한 우리 돌

의 과제 . r自主J, r平和J, r民主J의 3대원칙f

우리의 統一政策 談調에 대한 理鮮

(2) 통일을둘러반 國內 (i) 國內外的 狀流의 오래 지속되어 른料戰的 국제간게에서

外的 料諒妨차i@t피l 릿卽譯 벗어나 和燎와 協力關係로 轉換되 -,7

대한종합적 객관적 있는 오는의 國際情勢와 특히 공산권의

眼目의 확템 * 最近 극제적 政 改準 .理放化와 民主化의 趨勢 등이

. 틀일의 성취와 간련 淸,外交的 狀況의 우리의 통일 및 남북간계에 어떠한 향

된 t내외의 억사 變化繼勢 을 미칠 것인지를 E視的, 未來的 觀料에

적, 힌실적 條伴과 < 韓半島의 통일을 서 構圖化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變數들을 綜출的이 를 러싼 글제적 또 이러한國際的 流流에 블구하고 主要

고 客觀的으로 차악 利害關係의 對立 强國들의 한반도정책에는 이해관계가

할 글 아는 안목을 과 긴장간계 桐衝하고 있다는 事實도 인식시켜야

갖도록 한다. * 극내의 정치, 경 한다. 아울러 民主化, 地方分權化의 轉換

제,사회적상황과 期的 국내상황이 남북관계 및 통일에

남북간계 어면變數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이해

의 폭도 넓힌다 .

<指導 着眼?6>

. 共産圖의 변화가 남북관게에 미칠

향

. 1 .소,미 .북한, 한국과 東隣圈의

접근 등이 남북관계에 미칠 향

. 국내의 勞使葛麗, 政治不安, 開放化가

남북관게에 미칠 향

(2) 統 -과 관련된 변화하는 國際的, 理念的 狀況의 전개양

僚料과要素들간 상에 비추어 남북간에 상존해 오던 긴장

의 有機的 關係 과 대림 및敵對的 關保가 어떤 방식으

i劉料 로 해소되고, 감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간심과 이해를 유도한다 .

l4



目 f票 內 容 指 導 上 의 留 意 點

* 통일을 들러싼 특히, 여기서는 平和統一과安保를 同晴

南北問의 利害得 에追求해야 하는 우리의狀況的 特殊性

失과緊張 및 對立 을 충분히 認識토록 지도한다
를

의 要素

* 우리가 처한狀況 <指導 着眼點>

의 二重構造에서 . 통일문제와 관련된 條件과 變數

오는 意識上의 국제관계 (韓半島를 圍經한 주변국가

葛薦問題 의 대한반도정책) 및 공산권의 변

* 통일의 성취와 화, 脫冷戰의 加速化, 撚韓美軍의

관련된 條件과 存在, 남북한간의 異質的 禮制와 診의

要素들의 有機的 방식, 북한의 권력구조와 執權層의

@s價 行爲規範, 남북한 주민의 柏異한價値

觀,意識構造 등

. 통일정책 추진과 國民的 合출..와의

관계

(3) r한민족공동체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의 出現背景을

統 - 方 案 J의 前述한 時代的 狀況과 국제관계의 변화

背景과 適切性 추세에 비추어 이해케 하고, 이 방안이

가지고 있는 前提와 推進過程의 合理性

< 이 방안의 상황적 과 現實性을 이해시킨다 .

배경
<指導 着眼點>

* 이 방안의 골격과
. 한민족공동체의 成員으로는 南北韓

취지
住民뿐만 아니라 全世界 7천만 同料

< 이 방안의 現實的
모두가 포함되는 槪念임을 周知 .

妥當性 .合理性
. 통일3원칙 (自主, 平和, 民主)의 妥當

및 國民的 合意.性
性 浮刻

* 이 방안의 실현을 - 中料過程(r南北聯출J)設定의 合理性
위한국민적 노력 과 現實性 認識

의 방향
. 北韓의 통일방안과 비교長短點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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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l票 內 容 指 導 上 의 留 意 點

2.統一成就에 대한 (i) 責任과 役劉의 통일과업은 어느 特定 集團이나 階層

騷D과參與意識 分配 또는 政燎만의 노력에 의해서 成就될

의 鼓吹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고 .

* 統一課業에 오늘 統一課業의 成就를 위한 정부와 정치

(i) 통일에 대한 국민 에사는 우리 세대 인,지식인과 전문가, 기업인과 근로자,

각자의 役割認識 가 關心을 가져 . 기싱세대와 학생, 칭소넌, 글인과 공무원

高場 야할 이유와 근거 등 社會 各 階層의 책임과 역할을 槪觀

. 통일의 성취를 위한 나에 게 주어진 하면서 敎育對流者의 특성에 따라 그들

책임과 억할이 국민 책임과 역할의 의 責任과 役割을 강조하여 지도한다 .

를 사이에 어떻게 達成方案
<指導 着眼點>

分擔되어 있는지
. 統一推進에 있어 政府와 國民絹의

이해시키고, 制人으
役割分擔 理 解

로서의 "나"에 게
. 民刊 統一推進의 理界點 認識

부여된 책임과 의무

가 무엇인지 想起케

한다.
1

(2) 통일에 대한積極的

關心과 參與姿勢의

.고취

. 統一問題에 대해

보다 적구적이 J L

책임있는 자세로

統一論議에 참여하

는 의식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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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票 內 容 指 導 上 의 留 意 點

(2) 統.論議에 대한 統一論議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재시하

바람직한 態度 고,그에 대한 襤敎育者 자신의 태도와

관심의 類型을 정리하게 하며, 토른을

< "나"는 과연 어떤 통한 自己省索로 새로운 畿曆와 認議이

유 헝의 관심과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참여에 속하는
<指導 着眼點>

가?
. 북한과의 個別的 직접接觸의 문제점

* 그간의 나의統 . -

과 交漆窓口 -元化의 절요성
에 대한 간심과

. 統一至上論과 感傷主義的 態度의
참여는 바람직 한

問鑛
것이었는가, 아닌

. 統一主張 관칠을 위한 方法의 現實妥
가?

當性

. 統-論議에 있어 理想論과 現實論의

誇離奈例

- 情人의 利害得失과 統一論의 屈折

간계 고찰

3 . 統 - 에 대 한 (i)통일에 대한非合 통일에 간한 논의에서 경계되어야 할

合理的意思決定 理的,卽識 린 R 思考類型과 態度에 관한 이해를 深化시

能力과 건전한 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非合理的 思考

論議規範 * 獨斷的 自己 主張 와 態度를 例示하여 지도해야 한다.

* 이데을로기 적 獨斷的 態度, 정책立案淸나 旣成世代에

(i) 意,課決定 能力의 偏見 대한 撚源的 不信, 를僚와 정치가 또는

酒養 * 當局이나 政策立 전문가들의 權成主義的인 態度 등을

- 통일에 대한 각자의 案者에 대한不信 例로 들어 설명해 줌이 좋을 것이다 .

태도와 의견의 선택 * 旣成世代에 대한
<指導 着眼點>

에 있어合理的 意思 偏見
- 통일에 간한 주장을 담은 冊子나

決定이 이루어 지도 * 權戚主義的 態度
淸印物을 직접 分析 .評價케 함수

록 한다. 堅持
. 非출理的 思를에 대한 對應方式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케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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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1票 內 容 指 導 上 의 留 意 點

(2) 統-論議에서의 統一論議에서 合理的 恩考와 態度가

合理的 思考의 무엇인지에 대한 肯定的 模範例를 구체

增進 적으로 引재하면서 지도한다 .

<指導 着眼點>
* 論理的 矛盾의

- 통일논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排除

위한 最小限의 規則 이해
< 害觀的 姿勢의

. 統一論이 갖추어야 할 形式論理的
堅持

要件 導出
* 확실하고 정확한

. 각 代案의 現實性, 妥當性, 國民的
知識 과 情報 의

合意.性 與否 確認
확보

* 現實的 條件과의

適實性

* 民族이 指向하는

普遍的 價値와의

調和

(3) 統.論議에서의 統一問遍에 대한 각자의 의사 결정이

意思決定 能力 다음製료勝 思考過程에 따라合理的 .現

提高 實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

다.

<,향考逃諒료의 料료階>

@ 통일에 관한 자신의 知識과 情報의

?its;

@ 통일에 대한 자신의 立場 整理

@ 자신의 입장과 他人들의 입장의比較

차農言출

@ 桐互比較를 통한 자신의 입장을 修

正,補完 또는 變害

@ 자신의 立場에 대한 理論的 正當化

(2) 건전한論議規範의 (i) 對話와 論議의 문제해결을 위한 合意過程에 있어 민주

확및 중요성 적倫理와 秩序에 立脚한 대화나 논의의

. 통일에 간한意見交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러한合意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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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1票 內 審 指 導 上 의 留 意 點

換이나 業.團內 合意 出의 過程에 관련된 여러가지 變數들을

創出過程에서 一方 例示하여 지도한다 .

的 主張이 나 權滅主
<指導. 着眼點>

義的 態度를 自制할
- 통일에 대한 意見과主張의 다양성

글 알게 한다 .

- 多樣한 의견이收敵되지 못했을 때의

訓作用

. 다양한 의견의 收斂을 위한 對話와

民主的 論議過程의 必要性

(2) 統-論議의 規範 統一問題에 대한 論議와 合意導出에

에 대한共通認談 요구되는 規流, 道德, 倫理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왜중요한지를 구체

적 實例를 들어 지도한다

<指導 着眼點>

. 통일주장을 를러싼 社會的 葛薦과

流亂의 例 摘示

. 情人的 階辱的 立場과 全禮的 .國家

的 立場의 調和, 調整의 중요성

. 態案 爭點에 대한 合意 誘導.

(3) 統-論議에서의 통일논의에서 요구되는 綠撚中 특히

올바른行爲規範 行爲規流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遵守 좌상황에 비추어 그克服이 시급하다고

생각되 는 奇例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

<指導 請眼?&>

. 統一論議의 模種的 行爲類型의 發見

. 바람직하지못한行爲u型의 구체적

奈例를 현실에서 發見, 그 문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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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l票 內 容 指 導 上 의 留 意 點

4.統一國家에 대한| om-國家의 樹f: 우리가 추구하는 統一國家의 形態를

展望과 對備 에 대한 理解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豫見해 보고

統一後의 個人的 짧의方式과 質을 人問

(i) 통일국가의未來像 . < 우리가 추구하는 의 존엄성과 自我實現, 自由와 平等 를

과 그 條件 統一國家의 모습 福祉와正義, 民主와 自主라는 基本價値

. 장차 이주어 살아가 과 조건 에 비추어 생각해 보게끔 지도한다 .

게될 "통일국가"의 * 統一國家의 장래 따라서 자연스럽 게統一國家가 갖추어야

바람직 한 未來像을 모습에 대한南과 할조건이 무엇인지를 自覺케하며 ,南과

각자가 定立토록 北의 見解 差異 北이제시하는 統一方案 속에그런조건

한다. 이 어떻게 具象化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指導 着眼點>

. 形式的 統一과實質的 窮握的 統一의

差異點 比較 認識

. 바람직한 統一國家의 價値, 理念的

指標에 대한 省寮

. 北의r聯邦制 統一方案J과 南의r한

민족공동체 統一方案J이 指向하고

있는統-國家의 未來像에 대한比較

를計震

. 統一國家의 信9 와理念에 대한合意

誘導

(2) 統-國家 形成의 . (i) 統-國家形成과 남과 북이서로 다른 統一國家의 모습을

過程과 그 課題 中間過程 理解 .그리고 있으며, 그러한 통일국가에 이르

. 통일극가 형성의 는 접근과정에 대한 견해 역시 다르다 찰

과정에 가로 놓인 * 남북간의 사회 . 지난4o여년간의 分斷歷史는 바람직하고

수많은 問題와 해결 文 化 的 異 情 化 원활한 통일국가의 建設을 위해 最終

되어야 할 課題가 實柏 理解 . 統一에 이르는 中問過程과 節次를 어절

무엇인가를 認識케 < 통일에 이르기 수 없이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위한漸進的 機能 한다.

的接近의 블가퍼 아울러 統一에 이르는 中問過程과 節次

1 성 에 대한 다양한 見解와 主張을 어떻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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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f票 內 容 指 導 上 의 留 意 點

* 統一에의 中絹過 평가하고 검토해야 할지에 대한基準을

程에 대한南北撚 提示하고, 논의하면서 統一國家 建設을

見解差 理撚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中補過程의

課題와 그 實行의 重要性을 인식토록

한다.

<指導 着眼點>

. 統.에 의暫定的 措置로서 中料段階

를 간리해나갈制度的 裝置(r南北聯

合J)의 設置 필요성

. 統- 接近方式으로서 一括妥決의

虛構陵과機能的, 漸進的 撚決의 現實

的 不可避性 强調

. 性急한 統一至上論에 대한 諦戒心

嘆起

(3) 統-國家에 대한 (i)統-國家에 대한 統-國家를 建設하여 南北韓의 住民이

對備 豫見과 準備 함께 살게 되었을 때에 생킨 수 있는

. 바람직 한 統一國家 문제들이 무엇이 겠는지를 豫想해 보고
.

像을 이루어 나가기 * 남과 북이 함께 그런 문제를 極小化 하거나 解消시킬

위해서 統- 以前에 살게될 때에 r L 수 있는方案이 무엇이며, 그런방안들이

對 備 되 어야 하 는 統一國家에 서는 현재의 통일노력속에어떻게 反映되어

것이무엇이며, 이를 어떤모습의 할이 야 할지에 대해서 인식을 찰이 하도록

해결해 나갈수 있는 展開될 수 있는 한다.

가장 효과적 인方案 것인가?
<指導 着眼點>

이 어떤 것인가에 * 이리한 統一國家
. 南北이 統一되면 서로 잘 어울리고

대해 共同認識케 를 대비해서 지금
調和될 측면은 무인이며, 서로 緊張

한다. 우 리 는 무 엇을
葛薦하게 될 측면은 무엇일까를 豫見

해야하는가?
. 桐互 調和를 促進하고 긴장과 갈등

을 未然에 防Jh할 方案과 事前 對備

策 構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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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統一敎育 雇開上의 留출 占

1. 目標 設定上의 留意點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目標上의 位階를 다음과 같이설정한다. 즉,[l]

統一問題에 대한知識과 理解水準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며, 이를토대로 [

2]責任感과 役割認識을 고취해야 하고, [3] 통일에 대한合理的인 恩考와 論議

方式을 習得하며, [4] 이료두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汎國民的 共感.帶를 형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

(統一敎育 目綠上의 値階)

國民的 共感帶 形成

合理的 思考와 건전한
論議方式 習湯

責任意識과 役割認識

統-問題에 대한 知識과
理解 水準

네가지 次元의 目標中에서 어느것에강조를 두고교육을 전개할지는敎育

對象희 水準과 救育期間의 長短에 따라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출

短期敎育(i~8시간의 교욱과정 )인경우에는 네목표중의 l~2개를 선택하

여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효과적일 것이다. 비교적 長期敎育(2日 이상에

걸친 교육과정 )인경우에는 전체(l~4단계 )를論理的 段階에 따라교육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가급적 네단계에 대한均衡있는 關心의 配分이 중요하다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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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內容 選定上의 留意點

. 핀육내용은選定된 敎育目標의 趣旨에 비추어 가장적합한 것이선택되어

야 한다.

선정될 敎育內容은 논리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 정확한 것이어야

하고, 價値面에서 를은 것이어야 한다
출

. ' 선정될 교육내용은 特定體制나 業團에 대한敵對感이나 偏見이 介漆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출

. 선정될 敎育內容은 結論을 담고있기보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資料나 情報를 품부하게 提供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출

3-指導上의 醫意點

' 敎授者는 북한이나 공산 이데올로기에 대한一方的 篤倒나 感情的 敵對意

識의표현을 自制해야 하되, 특히共産主義 理論의 비판에 있어서는 그論理的

矛盾點이나現實과의 訴離點에 根據하는 것이어야 한다
燎

敎授者는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결른으로 제시하여 被敎育者가 이를 믿고

따르게 하려는 一方的 注入式 講義方式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피교육자

들이支持, 反對또는疑問點을 기탄없이 제기할수있게끔 허출하는 採究方式을

活用해야 한다 주

. 敎授者는 될 수 있는 한 피교육자들이 관련된 主題에 대하여 能動的이고

自發的인 參與와 關心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출

.敎授者는 被敎育者들에게 지식과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피교육자들이

스스로의 찰단능력과 自覺으로 통일문제에 대한分析, 綜合, 評價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注力해야 한다
출

敎授者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特定 機關이나 專門家의 結論이나 解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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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傳播, 注入시키려 注力하기보다는 그런結論에 이르게 되는過程이나

代案的인 惡撚.&들을 적절히 提示해 주어야 한다. 즉,北韓이나 共産主義에 대한

斷定的 結論보다는 그와 같은겯른이 도출되는 根據나 理由를 사실대로 소개f

引用하여 퍼교육자들 스스로가 그러한 근거에 立脚하여 合理的 結論에 도달하도

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이다출

,.. 敎授者는 통일에 관한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個人, 集團, 國家의 水準에서

어떤방식으로 제기되고, 折表.妥協되며, 마침내 하나의 社會的 合意를 이루게

되는지를 直.間接的으로 체험케 하여, 피교육자들이 이러한절충과정에 요구되

는바람직한 行爲規範을 習得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출

. . . 敎授者는 統一問題에 대하여 피교육자들이 홍미와 관심을 가질수있도록

敎授의 全過程을 이끌어가고, 제기된문제에 대한知的探究와 問題解決努力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統一에 대한스스로의

찰단력을 키워가야 한다출

' 새로운 통일교육에서 敎授者는 市民 각자의 役割과 責任認識 및行爲規範

의준수를 전제로 하는民主的 論議規範과 절차의 필요성, 그가치를 共感시키는

데 主眼點을 두어야 한다출

4 .敎材 및 資料 製作上의 留意點

" 統一敎育은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意圖的 敎育計劃事業

의一環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추구하는 成就目標와 內容을 詳細化

하여피교육자의 學習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제작된 敎材의 활용이

필요하다 출

..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퍼교육자가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積極的

參與와 多樣한 活動이 권장되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피교육자

가스스로 생각해 보고문제점을찾아보며, 結論에 到達할 수있도록 敎育資料를

보다創意的으로 考案해서 敎授過程에 활용해야 한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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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敎材는 敎育目標別로 세분화되어 각主題또는主眼點別로 3 ~ 4

쪽정도의 분량으로 활용하는 것을핀장한다. 일정단위시간당 l개의 교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필요가 있다. 이른바, 敎育展開案(instructional module)

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다음에 한가지 敎育展流案의 例를 들어본다

<敎育雇關素 例示)
..

主 . 選:r한民族共出認 撚一E漆j 鮮7

對 象 : - l z 成 人

敎援時間 : lo紛(2차間 )재

主 題 指 導 內 容 所要時間

1. 분단이래 남북한이 . o 南撚이 緊淸해촌 原則과 方案들 l5分

각자 提示해 온 統 - o 北諒이 堅持해존 原則과 方案들

方案들의 史的 槪觀 o 雙方 統一諒案의 政淸狀況的 背景

zr한민족공동체 統-方 . o 掃案淸論 :撚 # 戰 /共産團의 變化/ 獨逸의 l55f

案J의 提案背景 說明 변화 /撚半島를 圍朧한 구제상황의 變化

o 國內 統一街境의 변화

o 이 方案의 民族史的 意義

3. 基本骨格, 主要內容 o 統一의 撚本原則 : 自主, 平和, 民主 2歐를

紹介 o 統一國家의 理念 :民主共和誇制인 單一國家

o 틀일에 의指達過役 :빈족공동체 料成 .發展글

틀한 民族社會의 統合 先成就

o 統一國家 濯流을 위한 中料過程 :r南北聯合J

下의 過漆的 管理機構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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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휴 식 1&5r

4.r한민족공동체 統-方 o 自主 .平和 .民主의 統一 3原則 提示 lo5y

案J의 特徵(I) :從 o 짐진적 통일방식 圖守

來方案보다 발전되거 o 통일에 이르는 中問過程 詳細化

나 追加된 點 o 과도 管理機構의 구체적 제시

o 통일극가 理念의 明瞭化

도r한인족공동체 統-方 o 북한의 "高認民主聯邦共和國 創立方素"의 基本 lo8.

. 壽J의 를對遊(n) :Ub 픕格 설법

韓의統-方案과 다른 o 窮襤的인 統一國家의 形態가 어떤 것인지에

점 대하여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

안"은 분법한 槪念 제시가 未沿함을 指摘

o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간의 단순한 平和共存

禮制를 指前하는가, 아니면 單一國家體制로의

統合을 指前하는가가 不明瞭함을 指摘하고

單一國家禮制가 우리의 歷史的 價.統과 民族感

情에 비추어 왜 바람곡한 것인가를 說明

6.r한민족공동체 f?E-方 o 더神過程에 대한 詳細하고 구체적인 提案의 2o5f

案J에 나타난 統-에 意.義

의 接近過程 o r남북연합J의 性格과 각機構들의 機能과 役割

o r民族共同禮憲章J의 내용과 취지

o r평화구역J .r統- 平和市J 建設提案의 의미

o 이와란은 中刊過程이 필요한 理由

7.r한민족공동체 統-方 o r한민족찰동체 통일방안J에 대한 국내외 반응 55f

案J에 대한 批判과 소개

評價 o 이와란은 批制的, 肯定的 評價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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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r한민족공동체統-;? . o 통일방안에 대한評價諒準은 무엇이 되어야 . 53>

案Joll 대한나의認識 . 하는가?
과 態度 . 實現可能性

. 論理的 .理論的 妥當性

. 國民的 출意性

o r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J에 대하여 나는무엇

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o 이 방안에 대한 극민으로서의 를바른 姿勢는

어떤 것인가?

5.評價上의 望意點

.. 敎授內崙에 대한 被救育者의 熟知程度를 評價하는 것은 成人敎育 形態의

學料過糧에서는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敎援內容의 認知程度를 평가하는 일은 自制되어야 한다等

.그러나, 擔當敎授者에 대한總評과 印象, 敎授된 內容에 대한被敎育者들의

反應은 多角的으로 수집해 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통일고육의 效果를 엿보

게 해 를 중요한 間接的 評價索料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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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附錄 I J

社會敎育分野에서 의統-敎 育展開方向

이資料는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附設敎育硏究所가社會敎育分
野에 있어國民精神敎育의 發展方案의 摸索을 위한一連의 調
査.硏究結果를 토대로l 社會敎育分野에서 統一敎育이 앞으로
指向되어 나가야 할基本方向을 定立提示해주고 있는것으로서
)各種 國民精神敎育機關이나 一線의 敎育擔當者들에게 示峻해
주는바가크다고 생각되어 參출資料의 하나로 提供하는 것임





I . 從來의 反共敎育과 그表展的 改善方向

[i] 反共敎育의 歷史와 反省

l945년 光復과 더불어 本格化되 기시작한 이데를로기 葛薦은 暴力을 수반한 투쟁
으로까지 비화되기도했다. 급기야 6 .25라는 同族相殘의 悲劇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부터 南과 北은 각자의 이데를로기를 正當化하고 이를주민들 사이에 傳播시키며,

새로운 世代에게전달시키기 위한敎育的 努力을 傾注해 왔다
출

lb5를 共産集團에 대한大韓民國의 교육방침은 i948년 정부수립 이래 '反共'으로

일관해왔고, 이러한 反共의 苾調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그强度를 달리하면서 展開

되어 왔다. 예컨대, 정부수림 이후6.25이전까지는 反共보다는 防共이라는 표현이

자주사용되었고, 아울러 교육적 노력도 反對라는 적극적 관점에서보다는 공산주의

의침투를 막고경계하자는 防禦的 立場에서 전개되었다
等

그러나 6 .25를 겪으면서 反共은 減共과 北進統-로 적극적인시책을펴게되었

으며, 이것은 전국민적 호응속에전개될 수있었다. 6.25이전까지만 해.도 防共과

防日은그比重이 비슷했으나, 6 .25를 겪으면서부터 防共은 防日보다더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

4 . l9 이전까지 l95o년대가 精極的 反共인 減共의 時代 다고 하면, 4 .i9 이후

1960-1961년의 時期는 반공의 基調가 통일에 대한熱望으로 壓倒당한 시기 다
출

그러나 l96l년 r5 .i6혁명J과 더불어 반공의 기조는 다시금 적극화되어 공산주의

를이기자는 勝共의 槪念을 導入하게 되있다. 이와같은적극직 반공의 기조가 l9

7o년대 초반까지 계속되던 중에남북대화의 기운이 감돌게 되고, 급기야 실질적 인

핵심당국자간의 相互訪問이 이루어졌다
等

이러한 남북대화의 개시로 반공의 논리적 기조에 대한재검토가 펼요하게 되었고

,'對話時代의 反共論理'는 어및게 되어야 하는지 전문가들간에 열띤논의가 전개되

곤? 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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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남북대화는 곧 교착상태에 빠지고, 그 전망이

어두워졌다. 북한은 남북대화중에도 여전히 武力赤化를 위한준비, 예컨대 땅굴을

파고있었다. 6 .25 직전까지 南北協商을 내세워 6 .25 남침음모를 위장하던 북한측

의행태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다시금 국민들 사이에 일기시작하

다.

여하튼 남북대화의 시작은 정부수립 이래의 傳統的 '反共 敎育觀'에 대한價疑를

일부사람들에 게심어주기 시작했다. 이틀은 "남북대화의 시대에 맞추어 반공교육은

바뀌어야 한다."는 反共敎育 改善의 主諾을 졌지만, "북한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

데우리만 바뀌면 되는가?"라는 종래의 반공논리를 고수하려는 입장에 압도당하곤

했다.

그러나 l98o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반공교육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더욱

거세어 졌다. 더욱이 i98o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統一論議가 多f.財b됨에 따라反共

論理와 統一論理를 相互 矛盾的인 것으로 보려는 見解까지 제시되었다. 과연 이

두논리는모순되고 상충되는가? 반공을 선택하면 통일을 잃게되고,통일을 선택하

면 반공을 버려야 하는가?

새로운 세대에게 글바른 價値觀을 扶植시키기 위하여 통일교육과 반공교육이

서로 相衝的일 수도 있다는 憂慮에 대한우리의 觀點을 再定立할 必要性이 있다는

主張이 새삼 提起된다 .

다음에는 그간의 反共敎育이 갖고 있는 몇가지 問題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零

첫째, 반공교육에 대한국민들의 요구를 적절히收斂하석 시기에알맞도록 改善해

오는데 未淸하 다. 1950, 1960년대 까지만 하여도 무조건적 인반공과 경계심이通用

되었다. 패반공을 해야하고왜북한音산주의 자를경계해야 하는지 구태여철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 동안에는 이유와 근거에 입각한 반공교육이 그렇게 심각하게

요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국민다수가 6 .25를 통해서 '공산주의의 체험'을

共有하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출

그러나 6 .25 이후출생세대가 많아질수록 '反共과 對北 를戒心'은 당연한 眞理

나맹목적으로 믿어지는 常識이 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반공교육은 합리적이고

활득력 있게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경게심을 심어주는 교육으로 轉換되 어야했었

음에도 블구하고 이 점을 게을리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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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째, 우리는 반공교육에서 對北 警戒心과 統一意志를 均衡있게 조화시키는데

소홀하 다. l97o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남북회담을 다각적으로 전개

시켜 왔다. 따라서 국민들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l95o년대와 l96o년대와는

判異하게 발라졌다. 그럼에도 우리의 반공교육은 6 .25 체험을 전제로한 경계심

고취 위주의 교육으로 지속되었고, '對話時代'에 알맞도록 그 기조를 점차 변화시키

는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 남북대화를 계속하면서도 대화상대로서의 북한이라는

측면을 반공교육에 적절히 반 시키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다
주

셋째, 우리의 반공교육이 북한과 共産圈國家, 그리고 共産主義理念의 變化樣相에

적절히 對應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다
燎

이상의 세가지 반공교육상의 문제는 물른 교육적 고려만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 반공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 기 때문에 교육적 논리만으

로는 개선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출

[2] 反共敎育의 發展的 改善代案으로서의 統-敎育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反共敎育의 改善은 여러가지 점에서그必要性이 제기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의 요구가 결코 반공 기본노선의 抛棄로 이해되 어서는

안필 것이다. 단지 종래의 반공교육이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에 너무 치우

쳐 統一意志나 그 與件의 造成努力에 未沿하셔다는 관점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주

따라서 새롭게 전개될 극민정신교육은 北韓 및共産主義에 대한 祭戒心과 統一의

意志가 調和를 이루도록 구성되고 추진되 어야한다. 이렇게대공 경계심과 통일의지

가 균형을 이룬 교육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블러야 하는가? 물른 반공교육이라고

그대로 부르면서도 이러한 균형을 내부적으로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종래의 '반공'개및에 익숙해 온 사람들에게 통일의지의 강조가 쉽사리 전달되지

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統一敎育'이라는 名稱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출

실제로 i972년 r7.4 남북공동성명J 이후우리는 北愧라는 呼稱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문교부는 i986년부터 반공교육이라는 용어를 r통일 .안보교육J으로 代替하

고 이를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받아들 다 零

反共敎育을 統一敎育으로 바꿀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長點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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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일을 이루겠다는 大韓民國의 擧國的 努力의 實體와 氣運을 더 잘浮刻시

킬 수 있다 출

들째, 통일교육이라는 말은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偏向의 負擔에서 및어

날 수 있게 해 준다 .

셋째, 통일교육이라는 말은 반공교육이 갖는의미와는 발리북한동포에 대한親密

感.및 '언젠가는 합쳐야 할 반쪽'이라는 認識의 새 地平을 열어준다 출

넷째, 반공교육이라는 말은 남쪽에서 할 일만을 연상시킴에 반하여 통일교육은,

남과북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훨씬 包括的이

다.

다섯째, 반공이 북한과 찰산주의에 대한 반대에 局限된 것이라고 하면, 통일이라

는 말은 우리가 선택한 體制와 生存 및 統一을 위협하는 것 一切에 대한 경계를

뜻하므로 오히려 반찰보다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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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統一敎育의 槪念 定義

光復以後 정부에서 시행해 온 북한 및 공산주의와 관련된 교육은 여러 名稱으로

분리워 왔다. 방공교육,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국방 .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등이그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r국민정신교육J

이라는 名稱下에 대북한 및 대공산주의 교육이 그 일부로서 전개되기도 했다.

분명히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의 존재를 가장 실질적으로 威脅하고 있는 實體이다

그러나 또한 북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서 언젠가는 합쳐서

같이 살아야 할兄弟이다. 이렇듯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위협의 실체인 동시

에 더를어 살길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兄弟라는 二重性을 떤다. 위협적 존재로서의

북한과 형제로서의 북한은 鋼錢의 兩面과 같아서 어느 한 쪽을 강조한다고 해서

한 쪽의 존재특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출

그 동안 우리가 반찰, 승공, 멸공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위협의 측면을 강조한

증거라고도 블 수 있다. 그러나 반공등의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북한은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

다만 반공등의 용어를 써서 북한의 威脅的 特性을 강조하다보면,북한에 대한 적대

감이나 경계심을 특히 조장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적대감과 경계

심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형제의 의미도 소별될 수가 있다. 즉북한이 우리에게 위험

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험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인식이 인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統一國家를 指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다 .

이제 인식을 조금바?어 북한의 위협적 측면과 더불어 북한의 兄弟的 倒面도

함께 强調하는 교육을 생각해 보자. 즉 북한은 장차 우리와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형제라는 측면을 가르치고?l또한 형제이지만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위험
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일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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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敎育은 바로 이와 같이'兄弟'와 '威脅'의 측면을 調和를게 반 한 漆를피b車章

對共産主義 敎育을 가르킨다. 이통알z축의 개념은 결코우리의 안보에 대한위협

적존재로서 북한의 측면을 소홀히 하거나 度外視하는 것은아니다. 다만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 함께살아야 할형제라는 점을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전제위에서

위협과 경게의 측면을 를어가르치자는 것이다 수

바꾸어 발한다면, 통일교육이란 결국모든이념이나 북한실상교육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熱望과 肯定的 態度를 형성할 수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그들이 통일

에 대하여 진지한合理的 態度를 갖출수있도록 하되(統一의 側面) 우리의 체제,

生諒,그리고통일의 위협요소에 대한祭戒心도 아울러 갖추도록(安保의 側面) 교육

하는 것임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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麗. 祉출敎育에리의 統一敎育 命商

[i] 社會敎育 現況

社會敎育은 이른바 非制度的 敎育으로 학교와 같은 체계가 없으므로 설립목적
t

운 방식, 교육내용, 수강생 등이매우다양하다. 사회교육기관에 대한行政的 指導

f 督또한학교처림 문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문교부를 포함하석 상공부

보사구, 문화부, 노동부, 총무처, 내무부 등절립목적에 따라각기다른부처에 귀속

되어 있다주

社會敎育機關은 平生敎育의 시대적 繼勢에 따라계속擴大一路에 있으며 교육내

용도 역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

社會敎育機關을 類型別로 다음과 같이分類할 수 있다.

. 공무원 교육기관

. 기업연수원

. 직업훈련기관

. 대학의 성인교육 프로그램

. 사일학원

. 문화센터 및 사회단체

. 농어민교육원

. 청소년단체

이상의 기관과 단체들이 모두사회교육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설립된것은아니

지만사회교육을 重要한 機能으로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다출

企業體의 硏修機能은 최근에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餘暇時間을 이용하는 文化센터와 각종社會團體의 敎養講座도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의 하나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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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의 成人敎育 프로그램은 外國에 비하면 아직도 初步的 段階에 머룰러 있으나

머지않아 전국의 거의모든大學이 개방대학을 통하여 成人敎育을 실시할 전망이

다.

社會敎育은 그內容에 따라敎養敎育, 職務能力向上을 위한硏修, 技諒in表으로

구분할 수있다. 그러나職務能力向上硏修와 技補al鍊도 그내용만으로 교육과정의

전부를 구및하지는 않고약간의 교양과정을 포함한다. 종전에는 國民精神敎育을

모 든 연수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비율 또는時間의 國民精神敎育

내웅을 必n計k하기도 하다. 현재는 그러한必須規定은 폐지되었지만, 사회교육의

거의모든교육과정에 약간의 敎養敎育을 포함시키는 것이하나의 慣行으로 되어

있다.

社會敎育의 한부분으로서의 교양교육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市民敎育 또는 國民

敎育이다. 한국가사회의 一員으로서 그사회의 政治.經濟的 生活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반 하며, 주비진 權利와 義務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市民敎育의 核心이다. 그러므로 統一問題는 한국의 사회교육에 있어서

가장중요한부분이 아닐수없다. 統一問題처럼 모든국민의 관심사가되는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根撚를 이루는 가장核心的인 問題도 없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여 모든교육에서 統一問題는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零

社會敎育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規模가 방대하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

지학교교육의 대상이 되는인구가 l,ooo만명에 이르는 업청난 규모이지만, 사를교

육도학교이후의 교육을 모두포함하므로 그규모는 학교교육에 떨어지지 않는다 .

社會敎育의 非制度性과 非體系性으로 인하여 機關數와學習者數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는 어렵다. 관장하는 部處가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을뿐만아니라 교육기간도

짧은것은3시간의 敎養講座에서 부터긴것은l년또는2년간의 專門漆梅硏修課程

에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학교학생처림 인원수의 계산도 간단하지 않다. 아직

社會敎育統計가 제대로 集計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여러자료로 미루어 보건데

사회교육의 규모는 절청나다 零

社會敎育機關 가운데 다음과 같은몇가지 예를들어블으로써 사회교육의 규모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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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2. 현재)

主 要 社 會 敎 育 機 關 機 關 數, 課 程 數 受 講 生 數(年 間)

공 무 원 훈 련 기 관 44개

주 부 교 실 239개 181,333명

교 원 연 수 . 49개 59,107명

사 설 학 원 23,190개 1,489,013명

청 소 년 단 체 . 3o개 4,282,042명

직 업 훈 련 3l4개 55,385명

이상의 기관들의 要講生만도줄잡아 67o만에 가깝다. 이밖에 이미큰규모로 확대

되.었고 계속강화하고 있는것으로 企業體의 硏修와 訓鍊이 있다. 대규모 기업들은

모두 自體硏修院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가 입수

된 몇 기관의 敎育生數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989.12. 현재)

機 關 . iQ 育 生 數 ( 年 間 )
삼 성 종' 합 연 수 원 20,624명

쌓 룡 줌 앙 연 수 원 5,lo9팀

포 철 연 수 원 27,187명

금 응 연 수 원 21,821명

한 국 전 기 통 신 공 사 20,581명

이상은 예시일 뿐 企業體硏修의 전모는 물론 아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그 나름대

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으로 실제의 企業硏修生의 規模는 大小 기업체에 고용되 어

있는 모든 .인원이라고 발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국의 就業者數는 l,5oo만명을

넘는다. 이 엄청난 수의 대부분이 社會敎育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회교육의 屬性

上 이들은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므로 l명의職場人이 l년간 2~3회의 사회교

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엄청난 규모의 사회교육을 統一敎育을 위하석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統一敎育 主務當局의 意志와 교육내용과 방법의 효과성에 달려 있다. 사회교육기관

들은 때때로 敎養敎育을 위한 적절한 敎育內容과 講師가 부족하여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救育生의 特性을 고려하석 적절한 통일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잘

준비된 講師를 r풀J制로 활용하면 각종사회교육기관의 교육으로 통일교육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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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

[2] 成人對象 統-敎育의 必要性

成人敎育의 重要性

통일교육의 目標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兒童과 靑少年을 대상으로 삼는 학교교육

도중요하지만 成人인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사회교육에 더욱역점을 두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통일교육은 그들이 장차成人으로 자라났을 때를대비

한 勞.a敎育이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삼는 사회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은 현재의

主役에 대한 교육이므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종래의통일교육은 成人을 위한사회교육 보다는 兒童을 위한학교교육에 더치중

하여실시되어 온감이있다. 流童과 靑少年을 대상으로 하는통일교육은 결코소흘

히다를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을 통한통일교육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사회교육을 통한통일교육에도 더욱큰政策的 關心을 기울여야 할것이

다.학교에서는 미래의統一主役을 위한준비교육올, 사회교육에서는 現流의 統一主

役올위한實踐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의 效果는 성인교육에서 즉각적으

로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난다 .

社會敎育領域의 雁大性

사회교육의 역은 대단히 방대하여 실질꼭으로 전채成人國民 모두가 포함된다

.기업연수, 공무원연수, 직업훈련, 농민교육, 여성교양강좌, 노인교육, 청소년교육

등社會敎育의 料域은 多樣하면서 동시에 광인위하여 학교교육보다도 더많은 人 口

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종 사회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면 국민 전체를 위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수있다. 사회교육은 엄청나게 넓은 역이므로 통일

고육의 場으로 중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발하자면 사회고육은 통일교육을 위한엄청

나게큰市場이다. ?1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딴들어 보급하면 얼마든지 파고들어갈

수있다. 성인들의.흥미를 유말할 수있는형태로 통일교육 내용과 방템를 개발하면

統一敎育을 위한 示場開拓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平生敎育의 時代的 超勢

과리의 農料社會에서 처림사회가 ?滯되 었리나 변화가 느렸던 시대에는 兒童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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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육만으로도 일생의 핀육를 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회가 급속히

린화하기 때윤에 새로운 학습를 구단히 게속하여야 한다. 새로운 職業技術, 새로운

恥務進行諒法, 새로운 生活機訴의 流作方法 등을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뿐만아니라

글속히 변화하는 世料情勢, 다양하개 분출되는 政治思想과 理念, 복잡한 經濟問題

등에 핀하여도 정확한 지식과 見料를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學料하여야 한다
零

現f는 구生敎育(life-long education)의 晴代이다. 학피핀육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 欄人學料출의 입장에서 말때,학교를 마친.루에도 끊임없이 각종學料블

계속하여야 하띠, 피육설시기관의 입장에서도 記童期에서 老人期에 이르기까지 全

生狀에 걸쳐핀육를 차대실시하여야 한다. 통일피육도 예외일 수없다. 과거의 학피

一邊到의 핀육체 제하에서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으로 만족할 수있었으나, 평생교육

의시대에는 통일핀육도 兒童期에서 老人4에이르기까지 각年齡 段階別로 적절히

분산릴시되 어야한다. 특히통일친육은 사회의 중심연령집단인 2o~4o대를 대상으

로하는사회피육에 중요한 피육내용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출

統-論議의 開放化에 對處

r7 .7로3J 이후로 갑작스럽 게통일에 관한논의가 개방되어,통일에 대한 熱望이

걷잗을 수 없으리만치 치솟는가 하면, 통일의 方案도 가히百家爭鳴이라 할만큼

수많은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열망을 내세워 女大生

과天主敎神父가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하여 룰의를 빛는가 하면, 수 많은

단채들이 北韓訪問을 신청하고 北韓人士의 訪問招請을 신청하고 있다. 이러한상황

이므로 일만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를하고 극심한 心理的 流긴과 葛薦을 긴고 있

다.

과기에는 통일에 관한論議를 정부가 주도곡으로 이끌고, 국민들은 정부의 통일정

책과방안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딴족하 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논의가 개방

됨에 따라각기다른觀點과 主張을 가진集團들이 제각기 자기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가운데에는 매우急遼.的이고, 때로는 非現實的인 주장도 거침없

이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국민들이 다양한 통일논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상호 비핀할 수 있는限目을 갖추는 것이急先務로 되어있다. 때때로 美辭麗句와

燕傷的인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는통일에 관한주장들을 논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朧 賜으로 파악할 수있어야 한다. 통일논의가 개딴직으로 이주어지는 것은바람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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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일이다. 그러나 이에대처할 수있도록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知的水導.을 向上

시켜야 한다출

,.. 統-에 관한 疑問의 解消

국민들은 누구나 통일을 원하고, 통일방안에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것같지

만,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수많은疑問을 가지고 있다출

더욱이 통일과 商린b分斷에 관한論議가 자유롭게 되면서 開陳되는 갖가지 주장때문

에국민들의 疑問은 더욱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6 .25J 즉,韓國戰爭에 관한이른

바修正主義的 觀點에 의하여 執筆된 書籍이 번역출판되어 널리 읽히고, 그러한

주장이 언른등에 발표되고 있어서, 이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국민들 가운데에는 疑問과 價疑를 갖기도 한다燎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몇가지 예를들면

이렇다.

o 統一을 반드시 해야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o 南北韓이 통일을 하면 어떤政治 .經濟體制를 가지게 되는가?.

o 南北統一을 위하여 美軍의 한반도 주둔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학생는의

주장대로 沈..에 장애가 되는가?

o 北韓住民의 생활은 어떠한가? 人間이하의 생활인가, 아니면 사회적 구속은

있지딴 견덜만한 것인가?

o 南韓과 北韓은 風俗, 言語, 社會構造 등은 얼마나 발라져 있는가? 同質化될

可能性이 있는가?

o 金日成의長期執權을 가능하게 만드는 政淸.社肯的 要因은 무엇인가?

이밖에도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많은

의문과 회의를 가지고 있는사람들에게 정부의 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각종社會敎育機會를 통하여,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관한의문을 자유롭게 제피하고, 이를사실에 근거하여 의문을 해소시키

는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신문과 라디오 및텔레비젼이 국민들의 의문해소에

이바지할 수있으나, 이들은 양방적 또는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일방적인

성격의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敎育者와 學習者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정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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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

不斷히 變하는 統-與件과 環境

한반도의 分斷과 統一에 향을주는국제적정세와국내정 f.11의 변화도 또한사회

핀육을 통한통일핀육의 강화를 요청한다. 특히 최근의 東歐圖의 급적한 변화, r L

가운데에서도 東 .西獨間의 실질?: 통일에의 접근은 南北韓問題에 대한 發想의

轉換도 가능함을 示峻한다 .

아출리 北韓의 변화가능성도 기대박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내외정세의

년화는 절인작으로 남북한 를일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까 자세에도 변화를 가져왔으

o1, 걸차적으로 통일고육의 內容과 方向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

얼마전까지만 해도 통일은 먼장래에나 가능한 일로 인식되던 것이, 東 .西獨間의

門戶開放과 束獄圖 諸國의 민주화를 보면서, 商北韓間의 통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씬 앞당겨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 조성되었다.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가능한 현절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

통일에 관련된 이러한 여친의 빈화는 새로운 敎育的 必要를 惡起시킨다. 국제정세

의 변화상황, c..산권 변화의 원인과 과정, 北韓에 미칠 향, 北韓內部의 변화 가능

성,이에 대비하는 料一戰料 등에 대하여 국민들은 랄고 및어한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知的 好奇心을 충족시키는 교육을 適晴에 提? 할 필요가 있다
準

統-政策에 대한 國民의 合意와 支持

정부가 아무리 훌룹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통일방안를 마련하여도 국민이 이를

수용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實效가 없는 것이다. 다른 모든 정책도 그렇지만 통일정

책은 특히 민족 전체에 찰한문제이리 민족생존의 가장근원7i인 문제이므로 국민들

의 출意와 지지가 절대로 필요하다 출

국민의 이해와 지지는 일방적 弘報만으로 얻을 수 없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설

명,질의, 토의를 포함하는 상호 커쥬니케이션에 바탕을 들 교육을 통하여만 가능하

다.광향하고 다양한 각종 사회핀육기회를 통하여 민족의 최터 관심사인 통일문제를

가르치고 배우고 토른하는 시간을 확대시 켜야 한다諒
小 2 t통하여 國民과 政府

가 眞正한 對話를 가질 수 있다 .

市民敎育의 核心主題는 統 -敎 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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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人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중요 역의 하나는 市民敎育이다
.

특히政治的 發展이 뒤떨어진 나라에 있어서는 시민피육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2차대 전 敗戰後의 독일이 사회교육의 핵심과제를 시민교육(정 치교육)에 두고 추진

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들은 나치스政權의 발호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정치

적 의식수준이 낮았던 때문이므로 그러한 독재정권의 출현을 원히 추방하기 위하

여는 극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이는 사회교육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하 던

것이다. 사회교육은 독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獨逸의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발전에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다 출

현재 한국의 최대 과제는 民主化와 民族統一이다. 즉 시민교육의 핵심은 민주시 민

교육과 민족통일핀육에 두이져야 한다. 국민일반에게 통일에 관한 관심을 될러일으

키고, 통일에 관한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사회피육을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3] 社會敎育의 特性

가.成人學習者의 特性

成人學料者는 아동 및 청소년학습자들과 다른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니고 있으므

로 成人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이에 雷意하여야 한다 구

知的 能力 :知的 能力의 總量에 있어서는 成人과 兒童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理童은 流動的 知能이 중심을 이루는 반면, 성인은 結晶禮的 知能이 중심을 이룬

다. 유동적 지능은 타고난 지능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퇴하지만 결정체적

知熊은 학습자 경힘의 蓄精에 의하여 발할하므로 일반적으로 年齡의 상승에 따라

높아진다 구

前者는 주로 暗記力, 反應의 敏漆性 등과 관계되고 後者는 종합적 판단능력, 평가

능력 등과 관계되므로, 성인들은 暗記力에 주로 의존하는 학교와 같은 전통적 교육

에는 블리하다. 그러나 축적된 지식과 겋힘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에

있어서는 아동보다 성인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의 학습능력

이.아동에 비하여 뒤떨어진다는 避念은 암기중심교육에 해당되는 발이고,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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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 로 판단하여 結論을 내리도록 誘導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成人이 더강하다準

學習의 獨立性 :成人은 이미각자나름의 主觀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注入

式 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 감정에 호소하여 感銘을 주는 교육보다는 知的論議를

통한說得이 효과적이다. 과거의 새마을연수식 感情的 호소가 일시적으로는 효과적

인듯하면서도 사고방식과 태도에 持績的 향을 주지 못한 것은成人學潛者들의

높은獨立性 때문이다. 認知的 不一致 理論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식과 논리를 제시

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새로운 視角과 態度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成人의 學習動機 :통념적으로 성인은 학습동기가 낮은 것처럼 알려져 있으

나,오히려 학습동기는 성인들이 더 높다. 다만, 强制力에 의한 일방적 주입교육에

있어서는 성인의學習動機가 유발되 기어렵다. 그면에있어서는 성인들이 아동보나

閉努.的이다. 성인들은 자신의 生活과 직결된지식의흡수에는 적극적이며 학습동기

가매우높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에 있어서는 어데한 교육내용일지라도 학습자들의

관심사와 연결시켜야한다. 즉學習者 中心의 교육이 성공가능성이 높다準

經駱의 蓄積 :학습자로서 성인의 가장뚜렷한 特徵의 하나는 많은 경험을 지니

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은 연령에 반드시 比例하는 것은 아니지만 人生의 과정에서

獲得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험이 成人學習의 특징을 이룬다. 경험은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書籍속의지식보다는, 人間關係

,社會的 狀流, 表出된 現象과 潛在的 裏面世界의 差異등에대한인식등이더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零

그러므로 成人學習者는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 경험과 일치하는 내용의 학습

이 용이하며, 抽象的이고 觀念的인 학습은 대다수의 성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準

論理的으로 정리된 知識體系를 일방적으로 절명하고 暗記차도록 요구하는 교육은

아동들에 게는가능하지만 성인들에 게는不可能하다. 성인들은 새로운 지식의 학습시

에 과거의 경험 및 지식과 연관지워 해석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일방적 說明式

교육보다는 토른과 對話式 교육이 효과적이다
출

나.社會敎育機關의 特性

사회교육기관은 학교와 매우 대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통일교육의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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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학교와는 다른方式을 택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의 計劃과 運營에 있어서 고려되

어야할사회교육기관의 특징을 학교와 대비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출

. 非體系性 :사회교육은 학교와 같은초등.중등.고등의 구분이 不分明하고

학년도 없다. 敎師도 일정한 資格을 갖춘사람들이 아니고 登錄과 脫退가 매우용이

하다. 그러므로 사회교육에 있어서는 長期間 지속적으로 운 되는 교육과정을 편성

하고 운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예컨대 l주일간 연속되는 통일교육은 대부분의

社會敎育機關에서는 비현실적이다. 학교의 경우와 같이l학기와 2학기로 내용을

분산시키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零

非體系性으로 인하여 行政的 指示와 監督이 학교와 전혀다르다. 각사회교육기관

의관장부처가 노동부, 문화부, 상공부. ..등등으로 分散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경우

와같이文敎部의 協助만 碌保하면 모든것이가능한 방식이 사회교육에는 통하지

않는다. 어떤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것은窮極的으로 각사회교육기관이 ?環自

的 으 로 결정하게 되어있으므로, 行政部處의 協力을 얻어半强制로 통일교육을 요구

하기는 어렵다. 교육프로그램을 출룹하게 만들어 각사회교육기관이 스스로 선택하

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련行政部處의 協調를 얻는경우에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이

다른것에비하여 뚜렷이 매력적일 수있도록 만드는 것이중요하다 零

. 多fR性 :사회교육기관은 設立目的, 敎育生의 集團別 特性, 敎育機關, 敎育與

伴,敎育方法 등이극히다양하다. 학교가 規格化되어 있는것과는 매우對照的이

다.社會敎育機關의 設立目的에 따라교육생의 특성도 서로다르다, 다음표에서

블수있듯이 기술훈련생에 비하여 각종硏修參加者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각종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受講生의 교육수준은 넓게분간되어있다. 뿐만아니라受講生

<受講生의 敎育水準>

(단위 :% )

7i7XU n & a? ] 硏 修 . 營 트.L트一를JJ L一트
구 를 이 하 | 7.3 | 5.7 | 19.9 l9.o

중 즐 33.1 | 11.0 | 32.2 | 61.3
고 를 | 55.5 | 44.2 | 38.0 | 12.4

대 를 이 상 . 4.1 | 38.3 | 9 . 9 _ '브
# 1 100.0% 100.0% | 100.0% | 100.0으J_99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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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領域別 年齡分布>

(단위 : 9 )

年 齡 . 技 術 . 硏 修 . 營 農 . 敎 養 . 全 體

2o세미 딴

2 0 - 2 9 U 1

30-39U1 26.6 | 19.1 6.6 | 12.2

40-49U1 | 6.4 8.5 | 3.5 | 7.5

弱세이상 . i.o 8.3 | 1.3 0.7 | 2.5

71] | 100%

의 연령분포도 社會敎育機關에 따라 다른데 교양교육을 제외하면 2o대와 3o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양교육 부문에 2o세 미만의 비율이 높은 것은 工團의

敎養講座에 lo대 育少年 勤勞者들이 많이참가하고, 그밖의文化院, 각종사회단체

의敎養講座에 젊은학생들이 많이참여하기 때문이다. 硏修部門의 年齡은 기술훈련

부문의 年齡에 비하여 뚜렷이 높다. 이처럼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敎育生은 교육프로

그램의 性格에 따라그들의 學力背景과 年齡에 차이가 있으므로 통일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

. . 쥬를削生 :사회교육은 短期間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각프로그램간에 적절한

連緊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즉社會敎育은 작은 단위로 相互聯關 없이 진행되는

것이특징이다. 기업체의 體系的 硏修課程일지라도 l~5週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

며 한개인이 기업체에 근무하는 동안여러단계의 연수를 받게되지만 각 단계의

연수사이에 연계성은 낮다. 예킨대 한대기업체의 硏修體系는 다음과 같다等

이그룹은 계층별 교육 이외에도 專門實務敎育을 담당업무 분야별로 실시하며

全體社員들에게 英語와 日本語 교육을 각8週씩 실시한다. 이상과 같이연수프로그

램이體系를 갖추고는 있으나 각과정이 연속실시되는 것이아니고, 예컨대, 신입사

원교육을 받은몇년후에代理승진자 교육을 받고, 다시몇년뒤에課長敎育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각 딘계의 교육 사이에 어떤連續性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출

이러한 상황이므로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단계의 교육별로 반드시 달라야

할필요는 없다. 즉이회사를 예로들면代理, 課長, 次長, 部長등의교육에 차이를

두기보다는 신입사원교육, 승진자교육, 기본교욕, 최고경 자교육 등에차이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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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그룹硏修院의 階層別 敎育構造>

課 程 . 對 象 . 期 間

최 고 경 자 과 정 전 무 이 상 2 a

이 사 이 상 4 B

이 사 대 우 4 B

기 본 교 육 . N 리 l 遇

과 장 l 週

차 장 4 B

부 장 4 B

승 진 자 피 육 대 리 l 遇

과 장 l i周

차 장 4 B

부 장 4 B

대 즐 신 업 사 원 교 육 신 임 사 원 3 過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現湯性 :사회교육이 학교교육과 다른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現場性이다

학교교육은 文字化된 지식을 重點的으로 가르치 기때문에 觀念的이고 抽象的이다 .

동시에 학교는 아동, 칭소년이 장차成人이 되었을 때에對備하는 未來指向的 성긱

이강하다. 그러나 사회교육은 生活現場과 職業現場에서 이루어지며 생활또는직무

와 직접 관련된 교육이 중심을 이룬다 .

이와같은 現場性이 강한교육상황에 현장과 관게가 먼교육을 삽입시키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어렵다. 현장의 실제적 핀육에 추상적이고 비실제적인 교육내용이

섞이면 오히려 拒否反應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을 사회교육의 일부로

포함시키 기위하여는 統一이 生活現場 및職業現場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直結된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존단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향, 分斷이 國土의 이용

에작용하는 문제등과연결지워 통일교육에 도입하는 것도방법이된다. 또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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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가지고 있는분단및통일문제에 관한의문을 교육의 出發點으로 삼는 것도

좋다. 여하튼 통일문제를 無味乾煉한 지식의 하나로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출

. 零細性 :사회교육기관 가운데에는 大企業의 종합연수원처럼 비교적 규모가

÷LJ L 敎育專擔職員을 갖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規權가 작고 財政도 縮弱하다출

교육전담직원도 사회교육진문가로 훈련받은 경우는 매우적다. 그러므로 통일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내용을 추가하려 고하면사통일교육을 해주시오"라는 요청만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敎案이 제공되어야 하고, 많은 경우에는 講師

도 동시에 提供되어야 한다. 학교는 통일교육을 교과서에 포함시키기만 하면 = L

나머지는 교사들이 연수를 통하여 학습한 뒤에 적절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친

다.그러나 사회교육기관의 경우는 대부분이 통일교육을 담당할 직원이 확보되어

있지를하므로 강사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즉교육프로그램과 담당강사를 한r팩키

지J로 만들어 제공하여 야 한다출

[4] 社會敎育 展開上의 留意點

. 이슈별 內容組織

사회교육의 屬性上 통일교육을 하나의 체계아래큰 한 덩어리로 조직해가지고는

운 이 불가능하다. 모든 교육내웅은 l시간 내지 2시간 單位로 組織하되 각 단위는

그 자체로 完結된 것이어야하며, 상황에 따라2단위 또는 3단위를 統合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교육이 대체로 단기교육이고 상호 연관

없이분산 실시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학교

교육처럼 7.8시간을 한 단원으로 튜어 실시할 수는 없다.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내용조직은 l시간을 한 단위로 하여, l단위를 벽돌 l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零

각 벽돌은 그 자체로 導入, 本論과 終結을 갖춘 완성된 내용단위를 이룬다. l개의

벽돌은 완성된 내용단리이지만 각 벽돌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다. 즉統一敎

育 內容을 이슈별로 細分하여 각 이슈를 l시간 단위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整理한

다.각 이슈 즉,각 단위내용은 l개의 敎案이 되는 셈이다 를

이슈별 敎案은 多樣하게 개발할 릴요가 있다. 우선 통일교육 目標上의 位階에

따라, 네가지 차원으로 수준을 區分하고서 각수준내에서 내용을 단위별로 조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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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겠다 찰

@ 統一問題에 대한知識과 理解水準

@ 責fs意識과 役割認識

@ 合理的 思考와 건전한 論議方式

@ 國民的 共感帶形成

를 集團別 特性 留意

사회교육의 대상은 각기다른특성을 지닌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찰 그러므로

각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集團에 適合한 方式으로 接近하여야 성공할 수 있

다.

각집단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經驗과 知識이 다르므로 의식도 다르다. 성인대상

의교육에 있어서는 항상'率實'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지만 對象集團의 f구陵에 따라

단순한 사실의 제시와 사실의 분석적 제시를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大學生이나

大學率業의 젊은世代들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역사적 接近을選好하므로 이집단을

대상으로 할때에는 다른집단에 비하여 필씬理論的이고 體系的인 接近을 하여야

한다.북한에 대한일방적 비판이나 매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것이다출

<... 討議中心의 授業 展開

통일교육의 성공을 위하여는 교육대상자들의 積極的 參與가 절대로 필요하다 等

그러므로 일방적 강의는 가능한한 피하고 질의응답식이나 토론식 수업의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質疑應答과 討論을 개방적으로 진행하면 지리멸렬해질

우려가 있다. 그시간의 主題(l개 이슈)를 정해놓고 그한계내에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질의응답과 토론식 수업일수록 그수업시간의 主題를 分明히 정하 '

고주제밖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막아야 한다. 예컨대 "분단과정에 미친 미국

과소련의 역할-,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 등어느한주제를 정해놓고 7

주제에 한하여 질의응답과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출

출 統-에 關한 疑問의 蒐集

成人들에 대한통일교육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疑問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들이 통일에 대하여 어c 疑問을 가지고 있는가를 正確히 調査하는 것이

急先務이다. 그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의문을 명확히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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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자체가 학습의 시작이므로 의문내용의 수집은 통일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

다.그러므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상하고 조직하는 단계에서도 의문내용의 수집이

필요하지만, 매시간시작전에 그는의 疑問을 提起하도록 誘導하여 그 가운데 강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燎 講師訓鍊

사회교육기관은 자체의 교육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못할뿐 아니라, 통일교

육과 같은 특수교육 분야를 자신있게 담당할 전임교육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선 講師를 養成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강사의 양성에 있어서는 미리 작성해 출은 이슈별 단위 교육내용을

다수 消化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즉 강사별로 여러개

의 '레파토리 '를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교육 강사는 학교교사에

비하여 휠씬 응통성과 臨機應變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통일교육이면 아무것

이나 다루는 全天候 강사가 아니라 각자 나름의 奪科領域을 發展시키도록 도와주어

야 한다. 예컨대 "북한생활", "분단 및통일의 경제적 측면", "분단 및통일과 국제정

치" 등 강사의 학문적 배경 또는 경험에 따라 각기專門領域을 담당시켜야 효과적 일

것이다.

綠 講師의 풀(Pool)Ui,

통일교육을 위한 강사가 무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통일교육강사풀"를 운 하여야 한다. 統一硏修院이나 어느 기관이 통일교육 강사

에관한기록을 電制k하여 요청이 있는경우에 사회교육기관과 강AE 신속히 연결

시켜 주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推薦할 수 있도록 강사에 대한 記錄을 電算入力시켜야 한다. "통일교육강사풀"은

地域別로 運營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수한 강사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의 강사가 지방에도 나가야 하겠지만 지방별 강사진을 확보하

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

찰 敎育對象者의 反復性

사회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대상자와 강사가 다른 교육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흔하다. 지방의 경우에른 더욱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교육대상자가 동일한

5 l



내용을 동일한 강사로부터 반q하여 듣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낮을 뿐더러 敎育進行에도 隘路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피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강사가 자신의 擔當主題(레파토

리)를 過期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統一敎育 강사들은 적어도 l년을 단위로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일교육 담당기관이 계속하여 이슈별

단위敎育內容 (敎案 )을 開發한다는 전제하에 강사들은 l년마다 r통일교육 전문위원

연수J를 받고, 그 때마다 새로운 강의주제를 택하는 방법이 효과적 일 것이다. 강사연

수는 통일교육 주관기관과 교육요원들이 접촉하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충분한 事前

計訓으로 그 효과를 높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적어도 雲泊 3日정도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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撚努 II)

統-敎育 參考文離資料 國經





南北韓關係와 統一問題

*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率洪九 外,博英社, 1984)

序章/分斷史의 再照明 /國際 權力政治의 韓寧島 統一/分斷社會의 民族主義論 /民族統

一의 課題

e 民族統一論의 展開(梁好民 外,形成社, 1984)

統一의 當爲性 /統-視角에서 본民主發展 /北韓의 民族理念 /南北韓 經濟體制의 zb較

硏究/南北韓 社會體制의 變化와 統一問題 /南北韓 靑少年의 統-觀 比較/分斷國家

理論에직 본韓半島의 料來/韓國分斷의 起源/3.露綠 確定과 美國/i948년의 南北協商 /

第雲共和國時代의 統一論議 /漆北共同聲明의 政治的 意味/北韓의 統一政策論 /北韓의

人民民主主義 /南北統一의 慕率問題 /民族統一運動의 轉換期 /統-韓國의 經濟的 理念

* 韓國戰爭-原團 .過程 .休戰 .影響(金學俊 著,博英社, 1989)

韓半島의 分斷過程-韓國戰爭의 한 原團/韓國戰爭의 起源/韓國戰爭의 展開에 관한

北韓政淸 派間의 立場/韓國戰爭 時期에 있어서 南北韓 各自의同盟國들과의 關係/緯國

戰爭期關에 提起된 休戰案들의 內容과 그 意味

* 韓國戰출.强犬國 政治와 南北韓 葛薦(金徹凡 著,平民社, 1989)

南北韓 共産主義者들과 韓國戰爭 /美國의 對外政策과 韓國戰爭 / 中共의 對外政策과

韓國戰爭 / 蘇聯의 對外政策과 韓國戰爭

* 韓國戰爭과 撚戰體制(國土統-BS, 1989)

韓國戰爭의 性格/韓國戰爭과 東北亞 冷戰體制 /韓國戰爭이 中共政治에 미친影響/統

一史的 側面에서의 韓國戰爭 /韓國戰爭의 遣産과 北方政策 /南北韓의 軍備統制

< 解放 5年進의 再照明(國土統-1%, 1987)

韓國現代史의 政治.社會史的 認識/建國準備委員會에 관한硏究/韓國의 國際信託統治

그構想 및性折의 記綠/左右合作 /韓國의 i95o年 農地改革 硏究/韓國戰爭의 起源과

性格

* 解放前後史의 認識(한길사 시리즈)

解放의 民族史的 認識/美軍政의 政治史的 認識/分斷의 背景과 團定化 過程/ 8.i5直前

의 獨立運動과 그 試鍊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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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分斷國 統一問題(國土統-院 統-諦修院, 統-叢書 1m ,1990)

e 統一論議의 諸問題(大學統-間題誘究所協議會 編,大旺社, 1988)

韓半島 分斷童任의 再照明 /韓國戰爭의 起源/金日成 主禮恩想과 北韓詠識 /北韓의

對南 統一戰略 /聯邦制와 民族共同體 /民族統- 主體論 /南北韓의 軍縮問題 /慾韓美軍

과戰爭抑制 /漆北韓 交更承認과 유엔同時加入方案의 再照明 /南北韓 平和協定과 不可

侵協定 比較

e 轉換期의 統一問理(大學統-問題脚究所協議會 誘究叢書II, 大旺社, 1990)

機能統合의 請理論과 適用問題 /岐斂理論의 問題點과 適用問題 /聯邦國家, 國家聯合,

禮制聯合의 比諒硏究 /오스트리아의 永世中立化 硏究/統一童後 甫.北베트남의 統合

試圖過찰 /東.西獨의 統一政策 /中國과 臺漆의 統-方素 /北韓의 聯部制 統一方案 /

韓國의 統一政策과 方案/中立化 統一論議의 理想과 現實/平和統-에의 諸段階와 = L

狀況/轉換期의 統一에 간한國民意識 變化/南北對話의 새로운 摸索

e 轉換期의 南.北韓關係(大學統-問題請究所協議會 硏究叢書麗, 大旺社, 1990)

北方政策과 南.北韓關係의 展望/北韓의 變化可能性과 商韓의 變化/商.北韓關係의

改善方向

< 轉換期의 統一論爭(鄭鎔料 나남, 1989)

民族分斷과 統-의 歷史的 意味/平和統一과 感傷的 統一論 /轉換期의 統一論理 /反美

自로化와 統一論理의 虛像/新綠.民地論과 統一論 /新帝國主義論의 矛盾/民族史觀과

統一論 /南北誇E活의 特性/北韓實柏과 統一接近 /周邊環境과 統一問題 /統一硏究의

反省

< 民主統一論(國土統-院 統-誘修院, 1990)

南北韓 統一政策 /韓半崙 周邊淸勢와 統一環境 /北韓의 對南革命戰略 /北韓의 編j部要念

과權力構造 /北諒의 經濟現況 /北韓의 社會構造와 國民生活

<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理論的 基礎와 政策方向(李洪九 yt, 國土統-院, 1

99o)

r한민족찰동체 統一方案J의 政策談調와實踐方商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 /南北韓 統
. .

을위한民族共同體 形成理論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意義/한민족공동체 統 - 方 案

의理念的 側面/한민족공동체 統-方案의 政策的 側面/r南北聯출J의 制度的 .實踐的

課題/統一論議와 國民的 合意黎盤의 擴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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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의 統一政策(申正鐘, z,酉文化社, 1989)

南北分斷에 대한北韓의 認識/北韓의 統-目標와 戰略/ 6 .25戰爭과 北韓의 統一政策

/제네바 會談과 北韓의 平和統-論 /民族解放論과 北綠의 統一政策 / 金日成 主體恩想

의 本質과 北韓의 統-政策 / 人民民主主義 革命論과 北韓의 統一政策 / 北韓의 聯邦制

統一方案의 展開와 目標/北韓體制의 變化와 統一政策 /韓半島 軍縮과 北韓의 統一方

案/ 國際環境의 變化와 北韓의 統一政策 / 北韓 統一政策의 特性과 韓半島 統一展望

* 分斷現實과 統一論議( 自由評論社, 1988)

序論 /國초分斷의 歷史的 背景 /韓半島 統一問題의 本質 /南北韓 統一政策의 展開過

程/南北韓의 統-方案 /南北韓 統-方案의 比較/南北韓 統一 .對話接近에 있어서

問題點 / 民族革命論의 內審과 問題點 / 民衆統一論의 內審과 問題點 / 結論

* 分斷國家의 文化統合(國土統-fU, 1989)

宗敎와 禮制統合 / 言語와 體制統合 /藝術과 體制統合 /政治文化와 體制統合

B 統一을 위한 東 .西獨 關係의 照明(徐丙喆, 知識産業社, 1988)

東西獨開의 實情的 交流 / 統一政策과 政治文化 / 國際政淸속의 獨速

e 分斷國 統一論.東西獨과 南?韓(鄭用吉, 高麗蒐, 1988)

獨逸의 分斷背景 /東西獨 交流의 實態/東西獨 政淸敎育의 比較/西獨學生運動의 克服

事例/ 西獨의 東方政策 /東西獨과 南北韓의 差異 등

北韓體制 및分野別 實相

< 北漆隣論(崔明 編,z,酉文化社, 1990)

總論/政治體制와 政治文化 /社會主義 經濟建設 /社會問題와 福祉制度 /敎育과 文化/

對外關係와 政策

> 北韓과 오늘의 世界(李洪九, Scalapino 共著, 法文社, 1986)

北韓外交의 理念과 組織 /北韓의 共産圈外交 /北韓의 對西方 .第3世界外交 /北韓의

릴事 .經濟外交 /北竝의 對外適應과 漆北韓關係

* 北韓體制 硏究(韓國精神文化脚究院, 1987)

政淸 .外交 /經濟 .科學技術 /社會 .文化 /軍事 /共産化戰略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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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 政治論(金昌順 外,北韓硏究所, 1984) .

初期 共産主義運動과 北韓共産體制 形成 /北韓의 소비에트化 過程/黨과 政治權力 / 統

治管理制度 / 軍과政治/ 主體思想과 政治敎化 /政治엘리트와 大衆動員 操作/計劃經濟

와 勞動者 /農民과 集團農場 /北韓의 對南戰略

* 北韓 4o年 (李相禹 外,2,酉文化社, 1989)

序論 :金日成 體制의 特徵 /政治 :全體主義 l人 獨裁體制의 確立 /經濟 : 自力更生 政策

의利點과限界 /社會 .文化 :敎化道具化의 問題點 /軍事 :一貫된 戰力優位 維持政策 /

外交 :革命環境 造成을 위한 總力戰/統一政策 :持續性과 變化趨勢 /總評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附錄 :主要 B誌, 憲法, 黨規約 등

* 北韓政策論(柳錫?;i, 法文,tL, 1988)

金正日 의 握頭와 權力承繼 /政策變化와 蘇聯의 影響 /政策逸撚의 原因 .類型 및 統制方

法/政淸情勢와 開放化政策 /北韓과 蘇聯關係 /北韓과 中共關係 /北韓과 美國關係 / 北

韓과 日차關嗚/北韓과 第3世界關係 /南北對話 戰略/對南協商 戰略/韓國의 統- 政

策 /韓國의 政治敎育

< 北韓의 政治(全寅永 編,z,酉文化社, 1990)

< 南北韓 比較政泊論(吉漆煥 著,文脈社, 1989)

i鱗觀 /分斷韓國의 政治發展(1945-1970) / 權咸主義體制의 構築(1971-1980) /198&年代

南北韓政權과政淸的 安定 /政治文化와 리더쉽 /政治 .經濟的 成果/對內外政?形態 /
南北統-問題 / 結論 :分斷과 競爭

< 北韓의 軍事諒과 軍事戰略(國土統-院 統-硏修院. 統-叢書 1 m , 1990)

* 北韓의 對外政策(朴在圭 編,慶南大 極東問題請究所, 1986)

序支 :北韓對外政策의 硏究(기본 틀 /지속성과 변화/ 형성과정 )/北韓 對外政策의 對內

的 要國 /北韓과 共産圈 /北韓과 西方世界

* 北諒行政論-官僚體制와 行政行態-(朴完信 著,喜星出版,TI, 1988)

序論 / 北韓官價體制와 行態分析을 위한 理論模型 / 北韓 官僚體制의 變遷過程과 行政의

特性 /北韓 를僚體制의 構造的 特徵 /北韓官僚의 行態分析 /北韓官僚 行態分析의 綜合

的評價/北韓 官僚體制의 心理戰略 分析/韓國의 諒北韓 心理戰 對應戰略 /結言

* 北韓經濟槪觀(國土統-院 調査硏究室,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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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禮制 및 管理體制 /産業部門別 現況 /貿易 및 對外經濟協力 /附錄

* 北韓의 經濟(李泰旭 編,z,酉文化社, 1990)

*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國土統-BS, 1989)

< 北韓社會의 構造와 變化(廉弘喆 外,慶南大 出版ft, 1987)

序論 :硏究現況과 方法論 / 이데올로기의 位相 變化/官僚社會의 一元的 二重構造의

特性 /逸組 :原因 .類型 .統制方法 /土地改革과 農業協同化 過程의 特質 /經濟成長과

社會變動 / 現代化戰略-中共과의 比較/ 階級의 不平等構造와 階級政策 /文學政策과

文學的 狀況

B 北韓의 社會(강정구 編,z,酉文化社, 1990)

* 北韓의 政黨社會團體現況(國土統-院 統-硏修院, 統-叢書 i m , 1990)

* 北韓의 宗敎政策(國土統-院 統-硏修院, 統-叢書 8ag, 1990)

< 北에서 사는 모습(徐東翼, 北韓硏究所, 1987)

幼兒期 / 少年期 / 靑少年期 / 靑年期 / 壯年期 / 壯老年期

e 北韓紀行 -在美韓國入學者 9人이 본 8 燎 代 北韓(梁性喆 外)한울. 1989)

긴여행 :금기의 땅을 가다/革命 2代 /平等社會의 참모습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배우

나 /主體思想이 란 무엇인가 /北韓人民의 自晝像 /高麗聯邦制 統一의 길이란/ 自主外交

路線이 가는 길 /平壤이 보는 日本/紀行을 마치고

B 南北의 生活相 - 그 삶의 現住所(金學俊 外,博英社, 1986)

韓半烏 分斷 4o年 / 짧의 過程 / 診의 樣式 / 診의 環境 /分斷克服을 위하여

< 北韓 金日成 王朝秘史(林隱 著,圖書B版韓國良출, 1982)

序章 /金日成 神話의 誕生 /金日成의 날조된 理念 /金日成의 適譯政治時代/金日成

策略의 6 .25動亂 / 金日成의 肅淸史 / 金日成의 世界에 유례없는 個人崇拜

< 北韓의 主體思想(國土統-院 3E-誘修院, 統-叢書 6UB, 1990)

*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金甲喆 外,文佑,Tt, 1988)

序論/共産政治體制와 이데올로기 /北韓 人民政權의 撚立과 밝스 .레닌主義의 受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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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시츠프의 登場과主體의 强調 /主體思想의 體系化 /主體思想과政策路線 /金正日 과

主體思想 / 結論.主體思想의 機能과 北韓 社會主義의 展望

* 主體思想의 正體(國土統-院 調査請究室, 許東藥 著, 1987)

앞말 /主體 /主體恩想 /할스 .레닌主義的 指導恩想인 主體思想 / 金 日成主義 /마무리

* 北韓의 敎育實態(國土統-院 統-請修院, 統-叢書 1 m . 1990)

* 北韓의 敎育(김형찰 編,z,酉文化社, 1990)

e 北韓의 文學(權寧理 as. z-酉文化社, 1990)

< 北韓의 말과 글(고 근 編,z,酉文化社, 1990)

* 北韓의 言論(劉載天 編,z,酉文化社, 1990)

* 北韓의 文學 .藝術(國土統-院 統-硏修院, 統-叢書 9as, 1990)

* 北韓의 藝術(金文煥 編,z,酉文化社, 1990)

* 北韓이 보는 우리 歷史(金貞培 編,s,酉文化社, 1990)

國際關係와 韓半島

< 韓國問題와 國際政治 (金學俊, 博英社, 1987)

南北韓 關係의 展開過程 / 周邊强大國의 韓半島 構想 / 아시아 周邊國의 動向

< 아시아 共産主義의 持續과 變化-中國 .北韓 .베트남.(金達中 編,法文社,

i988)

序章 / 아시아共産國家의 이데를로기 / 아시아 共産國家의 政治制度 / 아시아 共産國家에

있어서 黨의 役割/ 아시아 共産國家에 있어서의 리더쉽 /아시아 共産國家의 軍部와 r L

政治的 役割/ i98o年代 後半의 아시아 共産主義 게릴라 /아시아 共産國家의 經濟/아시

아 共産主義의 外交政策과 統 - 政 策

* 韓國社會의 發展과 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變化(서울大 社會科學硏究所 編, 1

988)

現代 社會主義國家의 平和共存 政策과 南北韓關係 展望 / 東歐國家들의 外喪政策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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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考/戰後 北韓의 自主路線 定立과 對外政策 /蘇聯의 改革政초과 韓國의 蘇聯接近 展

望/ 中國 改革政策과 韓國北方政策의 關係變化에 관한硏究

e 蘇聯의 改革 .開放과 韓半島(國土統-BS, 1988)

蘇聯의 改革과 틀세비키의社會主義的 反省/고르바초프 以後의 中.蘇關係와 韓半島 /

고르바츠프의 아시아 重視政策과 北韓의 役割/韓國의 對蘇接近方案 摸索

* 國際環境의 變化와 民族統一(安秉俊, 正音社, 1986)

韓半島의 國際環境 /i97출를代의 周邊情勢와 南北對話 /l98&年代에 있어서 4强關係의

繼勢와 美 .日의對北韓 接近/美 .蘇關係와 南北韓 關係/北方 三角關係의 變化와 韓半

島/國際環境의 變化와 統一問題 /北韓 外交政策의 變化와 制約/南北韓 關係의 爭點과

現況/南北韓 統一政策의 變遷過程 / 中立化 統一方案과 問題點 / l98o年度의 南北對話와

北韓의 政策/1984-85年에 再開된 南北對話의 中問評價 /統一意識의 分化와 國民的

合意 / 民族統一의 展望과 課題

< 强大國 關係와 韓半島 安保論(安秉俊, 法文社, 1986)

現代國際政治의 속성과 體制/東北亞의 4强關係와 强大國 外交政策 /東漆亞와 太平洋

協力/ 4强關係와 韓부島 安保/韓國外喪의 方向

B 南北韓 政治統合과 國際關係(異永綠 外,慶南大 極東問題誘究所, 1986)

南北韓의 政策方向 / 南北韓과 國際關係

* 韓國의 安保環境(第2輯 ) (李相禹, 考試脚究社, 1986)

8o年代의 意味와 展望/急變하는 强大國政策 /北綠咸脅의 性格變化 /統一政策의 새

請4童

< 韓半島의 統一展望(朴在圭 外,慶南大 極東問題硏究所, 1985)

南北韓 統一政策의 再照明 /南北韓 國內政治와 統一展望 /北韓의 國內政治와 統 - K

策/統一過程에 誰響을 미치는 南北韓의 對內外的 要團과 問題點 /韓半島 統一過程에서

의中共의 役割/蘇聯과 東아시아政策 ;韓半島 統一에 대한認識/韓半島 統一과 美國

및 日本의 役割

* 韓半島 平和論(李畏宰 編,法文社, 1989)

韓國儒學의 平和恩想 /韓國人의 平和恩想 /社會主義 平和觀 /人權과 平和/諦3世界의

準零化와 平和/現代戰爭禮系와 燕和/構造暴力과 平和硏究 /韓半島 中立化案과 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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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 /韓半島 軍備縮小의 現實的 摸索 /平和共存的 東北亞 國際秩序와 韓半島 /平和論理

와安保論理 /民主化와 平和/南韓의 政治變動과 平和/北韓의 政治變動의 平和問題

e 韓半島 軍備競爭의 再認識-戰爭에서 平和로(河英善 著,圖書出版人間사랑,

i988)

7o~8o年代 韓半島 軍備競爭과 美國 .蘇聯 / 70-8&年代 韓半島 軍備競爭과 南北韓 /

7o~8&年代 韓半島 理備競爭과 韓國 / 韓半島 軍備競爭과 北韓

* 韓半島 軍縮(李畏率 編,法文社, 1989)

韓半崙 理備競爭의 現況/친備競爭과 理縮의 政治經濟學 /韓半島 軍縮問題의 諸爭點 /

東北亞 軍事體制와 韓半島 軍縮 / 南北韓 平和敎育과 軍縮

統一理念과 이데올로기 問題

* 共産主義 - 그 理論과 實際(國土統-院 統-硏修院, 統-叢書 12U, 1990)

* 共産主義의 虛像과 實像(李炳注, 新紀元社, 1982)

知想으로서의 共産主義 /理論으로서의 共産主義 / 陰謀와 背信으로서의 共産主義 /犯罪

로서의 共産主義 /共産淸下에서 住民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共産主義 오늘의 動向 /

共産主義의 終末

< 韓國共産主義 運動史(金俊嬅 外,淸溪硏究所, 1988)

* 轉換時代의 民族과 民衆理念(理念問題硏究所, 삼진사, 1988)

民衆蓮動의 이데를로기와 戰術-文化運動에 重點을 두어 論함/民衆運動과 民族 /民衆

이데를로기의 正體 /民衆史觀 批判/共産主義者들과 民主主義 심볼/共産主義者들의

行動方式- 레닌主義의 戰略과 戰術. / r前進하는 프로레타리아의 里程標J 린.1f料t判 /

民族槪念의 定立을 위한 小考-民族의 民衆이데올로기的 解析과 關聯하여 -

e 統一支化 創造를 위한 硏究(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

統一文化 創造를 위한 硏究의 意義 /分斷時代의 歷史認識과 統一文化 創造 /南北韓 社會

變化와 統一文化 創造 /韓半島의 國際的 位相과 統一文化의 創造 /國民像 定立의 讓題와

統一文化 創造

e 民族과 自由의 理念(朴容憲 外,高麗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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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已發見과 自我實現 /韓國民族主義의 새로운 地平/民族分斷의 眞實/發展의 力動과

近代化 / 自由社會의 理念과 다가를 統一國家 /恩想的 挑戰의 克服/民衆論의 正體

< 民族史的 正統性 硏究(國土統-BS, 1986)

正統性 理論 및分斷國의 正統性 問題/大韓民國의 法統性 /民族史的 正統性

* 이데올로기 批判과 民族統一(金鎬城, 文佑社, 1987)

共産主義와 이데을로기 /現代思漸와 이데올로기 /北韓 共産集團과 이데를로기 /民族統

一과 우리의 姿勢

< 韓國社會와 이데올로기 (정연선 外,形成社, 1989)

民族史的 正統性 /蘇聯 經濟體制 :權力集中의 딜레머 /韓國 經濟發展 戰略/韓國社會와

社會福祉의 方向/韓國社會와 이데를로기 /南北韓 關係와 統一問題 /大學文化와 集團行

態/엔트로피와 社凉/基督知性人과 歷史觀

< 大學社會와. 이데올로기 葉.nit(大學이데올로기 批判敎育敎授協議會, 1986)

對話晴代에 있어서 效果的인 이데올로기 批判敎育 方案/韓國國民精神敎育의 發展方約

./大學社會와 이데을로기 /國民論理(學) 敎育科의 敎育課程과 敎育理念

B 共産主義와 現代急進思潮(國土統-院 統-硏修院 編,1989)

共産主義 本短/共産主義 葬命戰略戰術 /共産圈의 變化柏 /現代急進思潮

* 民衆民主主義革命7 그實相과 問題點(國土統-院 統-硏修院, 統-叢書 .2號,

i99o)

* 現代急進思潮와 韓國(韓昇助, 國民論理學會, 1984)

現代急進思想과韓國의 現實/新마르크스主義 /유로코류니즘 /新左翼蓮動 /從屬理論 /

解放神學

* 알기쉬운 左傾過激思想 批判(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序言 :共産主義 思流의 어제와 오늘/現代社會와 막스主義 :네오마르크시즘 批判/ 第3

世界와 마5크스.레닌主義 :新帝國主義論 批判/發展과 低發展의 問題:從屬理論 }tk

判/經濟發展과資초의 問題:매판資本論 j[k判 /社會問題와 宗敎 :解放神學批判 / 맺는

글 : 自由民主社會의 基本原理

e 民衆과 革命論理(安正秀, 圖書出?元日情報, 1989)

R衆準崙速勳의 實體와 登場背景 /民衆革命 運動의 中心論理 무엇이 問題인가 /民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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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主義의 正體/나라의 創立文書를 새로이 생각하며

* 民衆統一論理와 그實體(金甲喆, 圖書出版 元日情報, 1989)

民主發展과 民族統一의 길/民衆民主主義 이데올로기와 그實體/民衆 統一論의 實體 /

民族民主主義와 北韓의 Qi÷民戰J /共産主義者들의 民族主義 利用戰術/지금우리가

할 수 있는 代案은 무엇인가

其他 參考資料

* 問츔으로 풀어본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國土統一院, 1989)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렇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國土統-BS, 1989) :/J
冊子

< 凉一問答(國土統一院 統-誘修院, 統-叢書 7U, 1990)

e 統一安保敎育 指針書(文敎部, 1989)

* 民主理念敎育指導書(民主理念發展委員會, 1990)

.襲 9充一問題 硏究J(國土統-院, 季刊)

e q料D(北韓硏究所, U =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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