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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oo2년도 통일부 경책연구용역 결과물입니다 출

보고서의 내용은 통일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



연 구 요 약

린- 연구의 개요

2ooo년 6월 l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육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그 동안의 통일교육을 점

검해 보고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

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화해하고 협력하며, 민족의 공동이익과 공동번영

을 됫받침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서 논의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그 가운데 독일은 분단, 대결, 이념갈등, 정상회담, 교류협력

등 통일의 진행과정에서 남북한 관계와 유사한 과정을 밟아 왔고, 그것을 바

탕으로 ll년 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이제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고,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는데 있어서 독일의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교육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통일교육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

분하여 운영 실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어떤 목적

으 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범으로 가르쳤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관심 갖는 내용들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교육에 시사하

는 바를 찾고자 한다 .

2 .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

통일 전 서독에서 통일교육은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은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

통일교육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은 교육부가 담

당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tir politische

Bildung)를 중심으로 여러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은 전 국민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동독과 동구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갖추게 하고, 사회주

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

통일 전 서독은 학교통일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이라는 이름

아래서 수행하였다.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통일교

육을 내포하는 개념이었는데f 통일교육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

서독은 학교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교육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통일교육기본

지침은 교육부가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t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

서를 개발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였다 .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사회 (Sozialkunde)" 교과에서

다루어졌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9학년부터 l2/l3학년까

지 사사회計 교과 안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육

부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

다.

3 - 통일 전 동독의 학교통일교육

통일 전 동독에서의 통일교육 역시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학교통

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은 초 출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

교통일교육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역시

공산당의 지도 아래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이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통일 전 동독에서도 학교통일교육은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독의 정치교육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

면f 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은 한 마디로 이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 공산

당(sED)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실권을 갖고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

입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서독에서는 학교통일교육 안에서 동서독에 대한 객관

적 사실 전달과 통일의식과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면, 동

독의 이념교육 안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우월성을 가르치고t 자본주의.제국

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천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전 동독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주의를 타도

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승리하는 차원에서의 통일교육만이 가능하였다
.

통일 전 동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은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교과활동으로는 전담교과인 사국가시민 (Staatsburgerkunde)" 교과가 있었

다. 교과외활동으로는 첫째f 군사교윽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로는f 유소년 조직과 청소년 조직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暇국가시민" 교과이다. 통일 전 동독은 暇국가시민
' '

이란 이름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였다. 行국가시민" 교과는

중학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었

다. "국가시민" 교과를 위하여 동독 정부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

에 따라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출

4 .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

독일 통일 후 독일의 학교 현장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념과 체제

가 다른 상황에서 발전한 교육제도가 통합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등장하였

다. 구 서독의 체제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서독 지역의 교육에는 별다른 변

화가 없었다. 그러나 동독의 교육제도와 이념교육은 통일 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서독식의 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되었고t 서독식의 정치교육과 통일

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상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사회주의 이



념이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 처분되었고f 타도의 대상이었던 서독식의 자유민

주주의 체제를 이상적인 체제로 교육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상황으로 인하

여 학생들은 통일 초기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출

서로 다른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낳았다. 더불어 통일 후 제기된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점

들은 정신적인 충격7 개인적 실망, 상호불신 등을 낳았다. 특히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은 통일 초기에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 동독 학생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어떻게 하면 구 동독 학생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올바

른 방향을 찾고, 다원화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통일 후 독일 정부는 서독식의 정치교육제도를 동독 지

역에 도입하면서 暇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부여하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주력하였다 .

5 .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서독 사회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전쟁

의 잠재력을 줄이고f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독

정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M라는 국가기관을 세우고, 暇정치교육行 이라는 이름

아래서 독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없다. 그 결과 현재

독일은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발전하였다. 통일과 통일교육은 서독 사

회의 주요 테마가 되지 못하였다. 전범국가로서 타의에 의하여 분단되었기 때

문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의 동의 없이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

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중요한 사회문제이었기 때문에* 서

독 정부는 동서독 문제를 다루는 주무기관으로 내독성을 설치하였다. 내독성

은 여러 임무를 갖고 있었는데t 그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육이었다. 연방정치교

육본부 역시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 이렇듯 서독은 국제



정치적 여건상 드러내 놓고 통일교육을 할 수 없어서f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통일교육을 수행하였다 출

통일 전 서독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석러 성인교육기관이 존재하였

다. 성인대학(Volkshochschule), 정당 재단, 사설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성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위해서 서독 정부는 별도

의 기관을 설치하였다. 대표적인 기관이 연방 내무성 산하 "연방정치교육본부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주 정부 산하 暇주 정치교육본부

(Landeszentrale fiir politische Bildung)", 연방 내독성 산하 "전독연구소

(Gesamtdeutsches Institut)" 등의 정부기관이다. 이와 더불어 정당 산하의 정

치재단과 사설 정치교육기관에서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수행하였다. 위의 재

단들은 공동 사업과 상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협력하며 통일교육을 수행하였

다. 서특 연방 정부는 이러한 정치교육기관들의 행사와 연수를 재정적으로 지

원하였다 출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은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t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등 다양하였다. 정기간행물과 일반서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보급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

고,올바른 통일관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

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공무원, 학교교원, 언론인, 통일교육 전문요원은 주요

목표 그룹으로 설정되어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관

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

서독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된 통일교육과 정치교육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사회에 민주

주의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 점이다. 정치교육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민

주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었다. 서독

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효과는 특별히 통일을 전후하여 큰 힘을 발휘하였

다, l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의 기회를 맞았을 때, 서독 국민 계다

수는 통일을 찬성하였다. 당시 동서독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격차를 고려한



다면, 서독 국민들에게는 통일을 통해 고통분담과 더불어 경제적인 손실이 뒤

따른다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서독 국민들은 통일과 고통분담을 선택

하였다. 통일 ll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동서간의 심리적인 갈등은 존재하지만 .

독일 국민들은 통일 문제를 슬기롭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6 .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이 정치교육이라는 폭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진

반면,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은 일관성 있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 역시 통일교육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이데올로

기 교육이 었다 .

통일 전 동독에서도 사회통일교육은 성인대학, 기업체부설대학 등 성인교육

기관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성인교육기관은 엄격히 국가의 통제 아래 움직여

졌다. 서독의 경우와 같이 민간 교육기관은 존재할 수 없었고t 정치교육과 통

일교육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관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성인교육 프 로 그

램 가운데 이념교육이 필수적으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치교육기관

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동독 사회통일교육은 "다면적으로

도야된 사회주의 인격"을 갖춘 사회주의 인간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사회과학(역사f 마르크스 사회이론

등)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간주되었다. 교육방법으로는 대화나 토론 방법보

다는 사회주의 이념과 지식의 교화(Indoktrination)가 강조되詠다 구

7 . 통일 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통일 직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은 구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가치관

을 매개하는 것과 더불어 동서독 주민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



다.통일 독일 정부는 구 동독지역에 민주주의가 부리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

면 통일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사회통합을 이를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은 동독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에 모아졌

다.

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을 효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서독지역에 있었던

정치교육기관이 구 동독 지역에도 확산되어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연방정치

교육본부가 베를린에 지부를 설치하고? 구 동독 지역의 각 주에 정치교육본부

가 설치되었다. 정당의 정치재단과 교회 등 사설 정치교육기관도 구 동독 지

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

주로 서독 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이 구 동독 지역에 확산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구 서독의 정치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단지 구 동독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출

통일 이후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 독일 정부는 연방

정치교육본부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l99l년 말 통일 전 내독성 산하기관인

"전독연구소"를 해체하고 그 정치교육 기능을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이관하였

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조직의 확대를 통하여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 주민들

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l993년 이후 동서독 주민의

심리적 통합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내적 통합

(Innere Einheit)計이란 이름의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고,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

적 통합을 정치교육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출

그러나 통일 ll년이 지난 지금 구 동독 지역에서 실시한 서독식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동서독

주민간의 마음의 장벽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국민통합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통일 후 동독 지역 주민들의 부적응, 갈등, 실직 등의 상황특수적

인 상황이 정치교육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통일 후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에서는 이전에 서독에서 수행해 온 민

주시민교육이 중심을 이루었지, 동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사회

적응교육은 간과되었다. 이 때문에 동독 지역과 주민의 특수한 사회심리적 상



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사회통일교육 전략 수립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

고 있다.

8. 우리 나라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절

동서독의 통일 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독일 통일 이후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제안하였다 會

첫째,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통일과 더불어 의식의 통합이 중요

하다는 잠과 그것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통일준비교육, 통일과정의 화해협력

교육, 통일 이후의 평화공존교육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저 계획되고 수

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둘제, 학교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틀일교육기본지침이 중요하고? 통일교육의

개념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f 민족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f 객

관적인 사실전달과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내용이 편성되고
t

다양한 통일교육 방법들과 활용자료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제안하였

다.

셋째) 사회통일교육 분야에서는, 독일 "연방정치교육본부計와 유사한 중심적

사회통일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점, 방송언른인 등 통일교육 연수 대상이 확

대되어야 한다는 점?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현재보다 대즉 다양화 .특성화되어

야 한다는 점, 현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통일교육방법의 개발 .적용이 중요하

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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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l.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ooo년 6월 l5일 남북 정상회담은 냉전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간의 대결구도에서 탈피하여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경

제협력과 이산가족 찾기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료 이어졌다. 급변하는 남북

관계를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통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

이와 함께 통일 논의도 이전보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亭

교육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논의도 활발해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일 환경이 달

라졌고, 남북관계가 달라졌고) 피교육자의 통일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그 동안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승공교육, 안보교육, 통일 .안보교육 등의

명칭으로 불려왔다. 냉전시대 남북대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통일교육은 불가

피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그 동안의 통일교육

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화해하고 협력하

며, 민족의 공동이익과 공동번영을 됫받침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모습은 어

떤 것인지 성찰할 시점에 있다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고
f

상호대결과 이념갈등을 겪었고) l97o년 동서독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l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후 각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시도하여, l99o년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분단의 시기

및 형태f 대결과 이념갈등? 정상회담 등 동서독의 관계 진전 과정은 남북한 관

계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제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상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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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발히 하는데 있어서 독일의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서독의 교육과 그 변화과정 역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이 우리와 똑 같

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을 무조건 수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辱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고, 예측하고? 대처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

가 될 수 있다. 먼저 통일을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가 취할 점과 버릴 점, 생각해야 할 점?올바른 통일교육의 모습

등을 찾을 수 있다會

통일 전 서독은 통일교육을 통하여 서독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착

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서독

은 특별히 동서독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의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냉전 시

대의 적대적 통일교육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통일교육과 통일의식을 고취

하고 통일의지를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평화적인 갈등해결능력과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에도

통일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적인 통일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때,통일 전과 통일후 독일의 통일 교육을 연구하는 작업

은 통일을 준비하고 올바른 통일교육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

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독일의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는 개괄적인 현황을 중심으

로 소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독일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전

체적인 개관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통일 전과 통일 후 독일에서 어떻

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럽다 할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

육 운영 실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천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문제점은 무엇

이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관심 갖는 내용들이다. 그것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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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요약하면T 본 연구는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고f 통일

이후에도 독일의 국민 통합에 공헌하고 있는 독일의 통일교육이 우리 나라의

통일준비교육,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보고, 통일 전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

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연구의 내용

통일 전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연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첫째, 통일 전 동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의 운영실태를 고찰한다. 학교통일교육

정책, 학교통일교육기본지침, 학교통일교육의 목적, 학교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

안T 학교통일교육 교과서 내용 분석, 통일교육 활용 자료 등을 중심으로 서독

과 동독의 학교통일교육 운영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별히 학교통일교육과

정기본계획안과 통일교육 교과서를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을 고찰하도록 한다. 통일 후 환경의 변

화,동서독 학생들의 의식과 적응 실태, 학교통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교

육과정기본계획안, 통일교육 활용자료 등을 중심으로 통일 후 학교통일교육

운영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

셋째, 통일 전후 동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을 비교한다. 통일교육정책, 통일교

육의 목적T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의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확인하도록 한다.

넷째, 통일 전 동서독의 사회통일교육 운영실태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사회

통일교육 담당기관, 사회통일교육의 목적f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t 사회통일교

육 연수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사회통일교육의 효과 등을 살펴본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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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통일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운영실태를 고찰한다. 사회 통일교육

담당기관f 프로그램의 내용및운영을 살펴보고, 통일후ll년 동안진행된 사

회통일교육의 효과를 검증한다 .

여섯째, 통일 전후 동서독의 사회통일교육을 비교한다. 통일교육의 목적, 내

용,방법, 교육기관 등을중심으로 사회통일교육을 비교하고 그특징을 확인하

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교육이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독일의

통일 및 통일 전 후 통일교육이 우리 나라의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

하도록 한다출

3 . 연구의 방법

독일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

구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활용한다 .

첫째? 문헌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통일교육에 관한독일과 한국 문헌

을 폭 넓게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분석대상 문헌은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신력이 높은 정부문서를 중심으로 하도록 한다. 특별히

통일 전 동서독과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학교통일

교육과정기본계획안과 교과서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둘째) 현장조사연구이다. 독일의 학교통일교육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일의 주 문교부를 방문하고,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독일 사회통일교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본부를 방문하여 담당자

들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한다 .

셋째,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연구 내용을 상세화

하고?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전문가, 통일교육 전문가 )

독일 통일교육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협의회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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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한계

본연구는 연구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양적으로, 통일 전과 통일 후로

나누어서 독일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고찰하고 있기때문이 다. 질

적으로도, 통일전후독일통일교육을 단순히 개관하는 것이아니라
. 그 실태

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관련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야 하는것이전제조건이다,

연구자들은 독일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폭넓게수집하였다. 특별히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의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과 교과서를 확
보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 이러한 자료들은

독일 내의많은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전후동서독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실

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있는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정부문서등공식적인 문서를 연구자료로 삼았
기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은 도서관에서도 찾기힘들었다. 특히 구 동독의 문

서들은 통일 직후상당부분이 폐기처리 되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더욱 켰다.

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는 특정연도의 자료만

제시하여, 연도별 변화등보다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한계를 드러내

고있다. 또한내용적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더깊이있게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를들어t 통일전학교통일교육의 경우, 통일교육기본지침과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

어떤문제점이 있있는지 등을파악하여 제시하지 못한점은아쉬움으로 남는

4 . 사회통일교육의 경우에도? 주로연방정치교육본부에 의존하여 실태를 파악

하여 기타 정치교육기관에 대한소개가 부족한 점?그리고 사회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즘 더 다양하고 깊이있게소개하고 분석하지 못한점은보완하여

야할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구를 통하여 통일전후독일의 통

일교육의 전체적인 경향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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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내용을 보완

하는 것이 추후 과제로 제기된다 零

5 .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통일

전 후 독일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의 실태와 운영에 대한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출

둘째, 2ooo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하고 있는 남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을 정립하고 통일교육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한 사회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남한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통일교육 활용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6- 독일 교육과 통일교육 개관

독일의 교육과 통일교육은 우리에게는 낮선 분야이다. 따라서 독일 통일교

육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는 동서독의 교육제도와 통일교육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

독일은 본래 작은 영주국가들이 연합하여 형성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J

지방의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통

일 전에는 ll개 주, 통일 이후에는 l6개 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자치단체인 주는 폭 넓은 권한을 행사하는데, 교육은 각 주의 고유한 권한이

다. 따라서 독일의 교육제도는 주별로 특성이 있고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나라 안에서 교육제도가 완전히 다르게 운영될

수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주의 문교부장관들의 모여서 독일 교육제도의 큰 틀

8



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독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남한의 교육제도와 유사하다. 학교제도는 초

등학교 4학년, 전기중등학교 5.6학년, 후기중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되어 대학

에 입학할 때까지 총 l2.l3년이 소요된다. 교육과정은 남한의 교육과정과 유

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

서독은 학교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수행하였다. 정치교

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통일교육을 내포하는 개념이었는

데f 통일교육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정치교육을 위하여 주 교

육부는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計을 만들었다. 교육내용 구성의 가이드라인인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 따라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정치교육은 일반적으로 "사

회" 교과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출

반면) 구 동독의 교육제도는 lo년제 일반학교와 2년제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교육의 특징에 따라 학제가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출 교

육과정은 형식적으로는 서독의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단지 실천을 강

조하는 내용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념교육이 핵심 교

육과정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이 모든 교육의 방향

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동독 교육의 실질적 권한이 교육부가

아니라f 동독공산당(sED)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독의

통일교육은 교과교육? 군사교육, 청소년활동. 등 교육 전반에서 이루어졌으나

특별히 暇국가시민計 교과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동독의 교육제도

와 이념교육은 통일 후 완전히 바뀌게 된다. 서독식의 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되었고, 서독식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

통일 전 서독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과 통일교육 역시 대

단히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서독 사회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서독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독 정부는 r연방

정치교육본부설치법 J 을 제정하고? "연방정치교육본부計(Bundeszentrale ftir

politische Bildung)라는 국가기관을 세우고) "정치교육計 이라는 이름 아래서

독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독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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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발전하였다.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주무기관으로

내독성 (Bundesministerium fur innerdeutsche Beziehungen)을 설치하였다. 연

방정치교육본부 역시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 .

"연방정치교육본부M와 "내독성" 외에도 통일 전 서독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 사설정치교육기관들이 존재하였다. 성인대학(Volkshochschule),

정당 재단) 사설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성인교육을 실시하였다. 위의 정치교

육기관들은 공동 사업과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협력하며 통일교육을 수행

하였다, 독일 연방 정부는 이러한 정치교육기관들의 행사와 연수를 재정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행사지원규정"을 만들고? 그 임무

를 연방내무성 산하 暇연방정치교육본부計와 내독성 산하 暇전독연구소

(Gesamtdeutsches Institut, Bundesanstalt fur gesamtdeutsche Aufgaben)"U1

부여하였다 .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는 성인통일교육만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t

학교통일교육을 위해서도 각종 도서, 정기간행물, 교수학습용 자료를 제공하여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정치교육본

부와 전독연구소는 주 교육부> 교원단체f 교과연구회 등과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나갔다. l985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예산은 약 26백만마르크(l3o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會

통일 전 동독에서도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 성인대학, 기업

체부설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성인교육을 담당하였다. 학교통일교육과 마찬

가지로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통일교육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

르치는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 통일 이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데올로기 교육은 사라지고, 서독식의 정치교육기관이 동독에 설

치되고, 서독식의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었다 諒

l o



II. 통일 전후 동서독 학교통일교육 운영 실태

l .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

2 . 통일 전 동독의 학교통일교육

3 .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

4 . 통일 전후 동서독 학교통일

교육 비교





II. 통 일 전후 동서독 학교통일교육 운 영 실태

l.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

가. 학교통일교육 개요

l) 구 서독의 교육제도

교육을 학제에 따라 구분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학전 교육(유치원), 초등교육

(초등학교)T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전문대학> 대학교)으

로 나눈다, 통일 전 서특의 교육제도 역시 크게 보면 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등교육 부분에서 세 방향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이 독일 교육과 우리 교육

과의 차이점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독일의 학생들은 하출트슐레

(Hauptschule), 레알슐레 (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으로 진학한다. 때

문에 독일의 교육제도를 분화된 복선형 학제라고 부른다 구

위의 기간학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서독의 학제는 먼저 기초영역으로

서 4년제 초등학교가 있다. 전기 중등학교로는 하출트슐레 (5~6년제 ), 레알슐

레(6년제)t 김나지움(6년제)이 있고, 하출트슐레와 레알슬레의 경우는 이 단계

에서 학업이 종료된다. 후기 중등학교로는 김나지움 상급반(3년제)과 직업학교

(l.3년제)가 포함된다. 직업학교에는 하출트슐레와 레알슐레 졸업생들이 진학

하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에는 일반적으로 김나지움 상급반

졸업생들이 입학하게 되고f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전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구 서

독의 교육제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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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2 . 직업학교 김나지움 상급학교 .i8

l l l7

lo l6

9 l5

8
하를트슐B(. 레알슐레 종할학교 김나지움

l 4

7 l3

6 l2

진로모색 단제
5 l l

4 lo

3 초등학교 9

2 8

1 7

학령 연령

[그림 蠶.ll 구 서독의 학교 제도

2 ) 학교통일교육체 계

통일 전 서독에서 통일교육은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은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

통일교육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은 주 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과 내독성 산하 "전독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를 중심으로

여러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통일

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은 전 국민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등

독과 동구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갖추게 하고,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

통일 전 서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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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사회", "역사計, "지리計 등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 그러나 통일

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교과는 "사회" 교과이었다. "사회計 교과는 주에

따라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t 이

교과에서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졌다, 사사회" 교과는 대체적으로 중학

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

暇사회" 교과를 위하여 서독의 각 주 정부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

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

통일 전 서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은 각 주 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

학교 3학년 (9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4학년(l3학년)까지 暇사회 " 교과 안

에서 실시되었다. 서독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사회(통일교육 포함)교과과정이

차지하는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

(s. n - i ) 서독 전기중등학교 사회과 교과과정 편성

5학년 l 6학년 l 7학년 l 8학년 l 9학년 ! io학년

국어(독일어) . 5 5 l 4 4 . 4 . 3

제l외국어 5 | 5 | 4 | 3 3 . 3

제2외 국어 4 l 3 3 l 4

4 l 4 . 4 4 . 3 l 3

2 l 2 l . l

2 . i . i

2 l 2 l 2 2 l i l i

i . i . 2 2 l 2 l 2

2 1 2 | 1 | 1 l . l

일반사회 l . 2

l l l

2 | 2 | 2 | 2 l l i

3 l 3 2 l 2 l . i

종교/윤리 2 . 2 2 | 2 | 2 | 2

3 . 3 3 | 2+(1) | 2+(1) | 2+0)
보충수업 i . l

필수선 택

언어영역 5 l 5

수학.자연과학 영역 5 . 5

음악.미 술 영역 5 l 5

i . l i . l l l l

31 | 310 | 33+1 33+(1) | 33+(1) | 33+(1)

x 숫자는 주당교육시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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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중등학교(ll학년 ~l3학년)의 경우에는 반별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t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모든 교과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따라 구분되는데, 사회과는 주당 최소 2~3시간에서 최대 5~6시간이

배정되어 가르쳐 졌다零

위의 사사회計 교과를 위해서는 학생용 교과서와 함께 교사용 지침서가 별도

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은 이 외에도 연방정치교육본부 둥에서 제

공하는 다양한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편집하여 교수학습용 자료로 활용하였

다.

나. 학교통일교육정 책

서독에서는 야통일교육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분단이 되었고, 분단이 점령국가의 정치적인 의도 아래 이루어졌기 때

문에 정치적으로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

후 서독에서 보다 시급한 교육적 과제는 하루 속히 서독에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전 후 독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고f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을 서독에서는 州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독일은 전범국가이었고f 전쟁 결과를 근거로 타

의에 의하여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통일을 논할 수 없었다. 독일의 통

일은 연합국의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독일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정

치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會

i949년 독일에 독일면방공화국(서독T BRD)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

양 국가가 수립되었다. 양 독일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만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됐다. 서독의 초대 대통령 아데나우어(K.

Adenauer)는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한다는 유일대표권을 주장하면서 동독

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았으며, 동독의 국제적 승인을 막기 위해 동독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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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서 인정하는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t할슈타인 원칙

(Hallstein Doktrin)'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출

서독 정부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독

은 통일교육에서 서독 정부만이 독일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동독 정부는

소련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통일은 서독 주

도 로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입장은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체제

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출

서독의 통일정책의 획기적 변화는 l969년 사회민주당(spD)이 집권하면서

나타났다. l969년 서독 수상에 취임한 사민당의 브란트(W. Brandt)는 취임연

설에서 동방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해에 暇분할된 독일에서의 민족의 상황計이라

는 연두교서에서 사독일 민족은 하나이나, 독일 땅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計는 (l민족 2국가를'을 제기하였다. 이후 브란트는 꾸준히 대 동독 접

근정책을 추진하였으며t 마첨내 동 .서독 양국 정부는 l972년 서로를 국제법

적으로 승인하는 '기본조약(Der Vertrag u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 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을 체결하였다 .

동 .서독관계가 정상화되자 서독의 통일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

이후 서독 통일교육의 중점은 동독에 대한 비난보다는 동독실상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모아졌다. 서독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특

징, 동독의 경제 현황, 생활수준 등을 객관적으료 알려 주고, 서독의 체제, 생

활수준) 경제역량을 동독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물론 동독사회의 경직성과 폐

쇄성도 객관적으로 교육시켰다. 서독은 상호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어느 체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

를 보장하며, 경제 .사회적으로 더 우월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

또한 서독은 통일교육에서 동서독 이데올로기적 갈등대립을 완화시키는 방안

과 평화적 공존에 요구되는 여러 조건들을 모색하는 한편, 서구민주국가의 일

원으로서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지도적 국가로서 민주국가의 실현과 유럽의 평

화 정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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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교육기 본지침

서독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실시하였던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독일문제 (Deutsche Frage)를 다루는 것을 의미

한다. 서독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독일문제와 관련된 주제

영역들이 공식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l956년 l2월 l3일 K M K (서독 주

문교부장관 상설회의 )에서 "동구권에 대한 이해"(Ostkunde)라는 내용을 학교

수업에서 다를 것을 결정한 이후이다.l)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지

로 하고 있다: "독일의 모든 교육제도는 소련의 지배로 인해 독일 국민들이

추방되고 동서독이 분단된 점을 알게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독일과 유럽의

운명은 이러한 과제를 잘 성취하는 데에 달려 있다. 그 해결점은 동구권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점은 초 .중등 일반교육* 직업교육f 고등교육 등 모

든 교육분야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여기서는 특별히 세 가지 점이 강조된다. 첫째, 평화

와 자유의 원칙 아래 독일 통일 의식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련점령지인 동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청

소년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동구권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동

구 체제와 논쟁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동구권의 인종, 문화? 문제점에 대한 올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2) K M K 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 역사교육과 더불어 정

치교육과 언어교육을 강조하였다. "정치교육은 첫째, 통일의 필요성과 문제점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독의 정치, 경제f 사회체제

를 이론과 실제에 있어 분명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동유럽에서 추

1) "Empfehlung zur Ostkunde. BeschluB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 o m 13.12.1956",

Hessisches Institut fur Bildungsplanung und Schu1entwick1ung(Hrsg.), PoUtische

.BU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를린ungen fii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7.

2) ibi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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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된독일인들이 서독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통해겪게되는변화에 대해

이해하게 하석야 한다."3) 언어교육 역시동유.럽 언어에 대해그 동안 소홀히

한것을 비판하고 동구권 언어, 특별히 러시아어를 적어도 김나지움에서는
필수 또는 선택어로 채택할 것을권장하고 있다. 대학입학시험에서도 동구권
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함을권장하고 있다.4)

l972년 브란트 정부에 의해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자 통일교육과 관련
된 큰 변화가 있게되었다. 이후독일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해 학교의 과제
와 역할을 주제로 하는교육학적인 또는정치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ol)
컨대 l978년 6월 서독국회의 내독관계위원회는 정치교육에 있어서의 독일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당시독일의 대통령 쉘(Walter Schell)
은 l978년 8월 l7일에 행한연설에서 모든학교와 교사들은 헌법정신에 입
각하여 학생들에게 자유속의독일통일을 향한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할 책

임이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에 대한열망은 바로평화와 자유에 대한 열

망임을 강조하였다.5)

뿐만아니라 l978년 보스만(D. Bossman)은 서독의 각급학교학생들(l3 ~

24세 )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일문제에 관한지식과 생각들을 조사발표하였는

U1, U 결과에 따르면 서독의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볼때독일 분단.의 원

인을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감정적인 반공의식과 함께통일을 위한

제반 활동에 의 참여준비성은 결여된 채,베를린에 대하여는 강한감정적 유
착심을 갖고있으며, 동독에 대하여는 서로상반된 관념을 갖고있다는 사실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6) 또한이보다 먼저i975년에 실시결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학생의 8o料가 동서독 기본조약을,

56拓는 l953년 6월 l7일의 동독의거를 알지못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전
체의 努는 베를린 장벽에 관하여 전혀모르고 있었으며> 8o%는 베를린의 Q
적 지위에 대하여 아무것도알지못하고 있는것으로 판명되었다.7)

3) ibid., 9.

4) ibid., 9.

5)문용린 외, r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J ,한국교육개발원, 1988, 44.
6) ibid.,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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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학계의 연구 결과와 정계의 지대한 관심을 통하여 체계적인 통

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K M K 는 l978년 ll월 23일 학교에서의 독일문제

에 관한 교육지침 (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을 결정 발표하였다,8)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침은 통일

때까지 서독의 각급 학교를 위한 통일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

되었다, 서독 주 문교부장관 상설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 지침

서는 서독의 모든 주에 적용되었다 .

서론에서는 이 지침서가 나오게 된 배경 및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

명을 담고 있다. "평화와 자유의 이념 안에서 독일 통일 의식과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동독과 동독 주민과 동독의 발전과정

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이다. 당장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

능하나f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 독일 통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무엇보다 학교가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독일 문제는 모든 학교 수업에서 확고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9)

l장에서는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을 됫받침하는 서독의 기본법? 동서독 기

본조약? 서독 의회의 입장, 서독 정부의 입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 州서독의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서독을 넘어서서 독일 전체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서독 기본법에서는 독일 국민들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자주적으로 성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동서독 기본조약은 두 독일 국가가

평등의 원칙 아래 국경을 상호 존중하고 선린우호 관계를 쌓아 갈 것을 의무

화하고 있학. ... 서독의회는 l972년 5월 lo일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의

지를 만장일치로 천명하였다. ... 서독 연방정부는 l977년 6월 l7일 독일이 타

의에 의하여 분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유와 통일이 모든 독일 민족의

7) ibid., 44.

8) "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 BeschluB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 o m 23. November 1978", Hessisches Institut fur

Bildungsplanung und Schu1entwick1ung(Hrsg.), Pot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燎料ungen fiir die Sekundar간차s / und

77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245-256.

9) ibid.,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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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임을 천명하였다. ..."10)

제 2장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

"서독의 청소년들이 독일의 분단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동일하게 분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서독

주민들 사이에도 분단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다, ,., 독일 문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수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전체 국가 사회의 책임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평화

의 원칙 아래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학교의 과제이다."ll)

이와 같은 기본 입장 하에 제 3장에서는 실제 수업에 있어서 고려해차 할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다: l. 독일문제는 동시에 유럽문제이다. 2, 독일문제의

점진적 해결은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3.독일의 분단

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4.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

당하다. 5.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

다.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7.독일의 국민들은 공동 국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 국적을 갖고 있다. 8. 동독의 체제와 우리 고유의 사회체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척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9.동독에 있는 독일인

들의 인권 보장 요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lo. 동

독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ll. 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폐쇄정책으로 대항하려고 한다. l2. 중요한 사실들은 동독 주민들도

독일 통일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l3. 동독의 독일인들도 동

독의 발전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l4.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다. l5. 독일은 서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l2)

제 4장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다루어져

야 할 내용들 및 그와 관련된 교과목들에 대한 9가지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10) ibid., 246-247.

11) ibid., 247-248.

12) ibid., 24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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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다: l. 독일 문제는 무엇보다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국어(독일어)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 학생들은 독일 국가의 떨로디를 알아야 하며
f

3절을 암기하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국가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독일이 분단 국가임과 베를린이 및 수도임

을 알아야 한다. 4. 역사적인 관점에서 독일 민족의 탄생과 독일의 역사를 가

르쳐야 한다. 5. 일반사회 교과에서는 동독의 지배구조, 이데올로기, 사회경제

적 상태를 가르쳐야 한다. 6.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서독 뿐 아니라, 동독과

독일 제국 당시의 독일 영토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 7. 국어 교과에서는 특

별히 중등교육에서 독일 민족의 성립과정에서 문예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

와, 동독의 문학 작품을 다루어야 한다. 8.. 기타 다른 교과에서도, 특별히 미

술과 음악 교과에서 독일 문제와 동독의 상황에 대한 주제를 다률 가능성이

제공되고 있다. 9,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평결은 수업에

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l3)

제 5장에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들이 편찬 .제

작되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끝으로 제 6장에서는t 교사 양성 및 연수과정

에서도 이 합의 내용들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각 주의 문교부장관들에

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l4)

라. 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전 서독 통일교육의 목적은 통일교육기본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빌

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펴기 전과 후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방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동방정책 이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기 전에 서독 통일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a독일문제(Deutsche Frage)간라는

주제 아래서 동독을 비롯하여 동구권 전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

는 것이다. 둘째, 서독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동독의 비민주적

13) ibid., 255-256.

14) ibid.,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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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동서독 독일 민족과 국가가 하나임과 독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이면서도 냉전시대를 반영하는 통일교육의 목적은 동방정책

이후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동서독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의 체결은 불가능하게

보었던 통일 문제를 현실화시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더불어 동서독 국민들이

독일문제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달라진 통일환경은

통일교육의 목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l978년의 통일교육기본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f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자유와 평

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

키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즉 동독(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

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 넷째) 학생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독 및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렇게 볼 때 동방정책 이전에는 동독을 비하하고 서독체제의 정당성과 우

월성을 강조하는 범위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동

방정책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객관적인 동독 이해와 통일

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독에 대한 관심

과 이해를 강조한 점? 동독주민을 한 민족으로 보고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

가를 강조한 점 등은 분단 후 통일 때까지 일관성 있게 지켜져 온 통일교육의

목적이었다 출

마- 통일교육과정 기본계획안

통일교육 기본지침은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計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천

다.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주 교육부가 마련하는데 교육내용 선정과 교수학

습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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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별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후속으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선정되고 교과서가 개발된다. 이렇게 교과서가 개발되면 교사들은 과정기본

계획안t 그리고 교과서를 교육에서 모두 활용하게 된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교육내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교과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즉,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모든 교과활동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통일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기본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이 지침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통일교육과정기

본계획안은 통일교육을 다루는 교과인 "정치"l u사회"> "정치교육計 등을 위한

교육과정 기본계획안을 말한다 .

서독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권한이 연방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

치단체인 각 주에 속해 있었다. 통일 전 ll개의 주는 고유한 역사적 전통에

기초해 교육제도를 구성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

서 교육의 모습은 각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

역시 각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통일교육을 다루는 교과명T 통일교육

을 실시하는 시기(학년), 통일교육의 내용 등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적인 학교 통일교육을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

기 때문에 서독의 통일 전 통일교육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독일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

일 전 통일교육에 비교적 큰 관심을 보였던 라인란트.팔로(Rheinland-Pfalz)

주와 독일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일교육보다는 일반 정치교육을 강조하

였던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를 사례로 하여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중심

으로 통일교육 교과의 주요 내웅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출

i) 라인란트.팔료 주 K사회n 교과 교육과정기본계획안l5)

라인란트.찰트 주의 "사회計 교과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김나지움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 교과는 초등학교 l학년부터 4학년까지f 중학교 9학년

15) Kultusministehum Rheinland-Pfalz, Lehrplan fur die Grundschule, 1971;

Kultusministerium Rheinland-Pfalz, Lehrplan Sozialkunde - Gymnasium, 1984;

Kultusministehum Rheinland-Pfalz, Lehrplan Gemeinschaftskunde in der Oberstufe des

Gymnasium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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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고등학교 l3학년까지 개설되어 있었다. 학년별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s. n - 2 ) 통일 전 라인란트-활로 주 暇사회"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 어린이들의 생활에서의 질서
l학년

. 사회기관

. 생활에서의 질서

2학년 . 사회안전기 관

. 사회기찰인설

. 민주주의 질서

. 지방자치 행정
3학년 - 지방의회

- 교통관련기 관
- 정보제공기관

- 민주주의 질서
- 재판소

4학년
- 여가 관련 기관
- 소비

. 공동체(학교, 가정, 단체)
9학년 - 법

. 인독의 경제질서
.

. 서독의 정치질서

. 라인란트.팔조 주
lo학년

- 동독의 정치제도
- 국제정치

- 서독 사회의 특징, 구조, 문제점
-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

ll학년
.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 동독의 중앙집중경제

- 서독에서의 정치적 의지형성 과정 .

l2학년 . 서독에서의 정치행위

. 동독천 정치제도

- l9l7년 공산주의 혁명

. l845년의 세계연합 구상
- 냉전

- 연방군대
. 동서 갈등과 독일문제

l3학년 - 통일정책
. 독일 분단의 상징으로서의 베를린
. 유럽연합의 형태와 문제점
. 국제관계의 상호의존성과 복잡성
- 국제조약 범주 안에서의 정치행위

- 국제정치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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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더작센 주 M사회w 교과 교육과정기본계획안指)

니더작센 주의 "사회" 교과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김나지움을 기준

으 로 볼 때 야사회計 교과는 초등학교 l학년부터 4학년까지 ? 중학교 9학년부터

고등학교 l3학년까지 개설되어 있었다. 학년별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게괄

하면 다음과 같다 출

( a n - 3 ) 통일 전 니더작센 주 暇사회인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 의식주생활

. 가정

. 소 비

- 교통

- 일과 여가

- 학교

- 환경보호

- 거주
- 신문

. 사회심리
- 청소년 상황
- 공동체

. 서독의 사회
- 서독의 정치제도
- 동독

- 경제의 개념
. 경제 순환과정과 경제행위의 관련성

ll학년 - 국가총생산
. 현대적인 경제제도
- 초국가적 경제조직

- 산업화와 산업사회
- 민주주의의 구조와 문제점

l2-l3학년 - 핵무기 시대에서의 세계정치의 긴장과 갈등
- 제3세계의 등장과 개발도상국가의 문제점
- 미래의 세계

16) Niedersachsisches Ku1tusministerium(Hrsg.), Atlgemeine Richtlinien und Ricbttinien fur

den Unterricbt in den F,崙信m Erdkunde, Geschichte, Soziat- und Gemeinscbqftskunde,

Hannove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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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란트.팔르 주와 니더작센 주의 사회과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살펴볼

때,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l7) 첫째? 통일교육이 주로 9학년 이후인

고학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등 저학년 과정에서는 주로 정

치교육과 사회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물론, 서독에서는 사회과 외에도

역사과, 지리과를 다루면서 동독과 독일문제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다루었다
.

그러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내용은 주로9학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

다. 발달심리학적으로 동서독의 정치.경제.이념등을 설득력 있게 가르치z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의식과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저학년에서는 어렵다는 인

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특별히 구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토 론

수업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토론수업이 가능한 연령에 맞게통일교육이 시작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주별로통일교육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확
인할 수 있다. 니더작센 주에서는 사회 교과 가운데 동독과 통일문제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 반면, 라인란트.찰藝 주의 경우에는 독일문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다루어진 내용은 서독사회의 여러특징들, 동독의 정치.경제적 상황, 마르크

스.레닌주의 등사회주의 이념) 독일역사와 동서냉전T 독일분단문제) 동서

독 비교t 통일정책, 국제관계 등 비교적 폭넓게 통일문제를 다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문제가 단순히 독일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라

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알수 있다. 또한여기서 우리는 서독의 교육전

문가와 행정관료들이 통일교육을 좁은 의미에서 통일과 동독에 관한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동시에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로서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會

바.통일교육 교과서 내용 분석

통일 전 서독의 통일교육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으
로는 부족하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l7)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i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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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요청된다零

위에서 살펴본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교과서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여기서는 서독 "사회"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독의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루어졌다.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은 暇사회" 또는 暇정치교육計이라는 명칭의 교과

서 가운데 일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서는 통일 전 서독의 "사회기 교과서

하나를 선택하여 l972년 동방정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통일교육이 어될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

l) 교과서 내용 분석

동방정책 이후 서독 통일교육의 변화는 서독의 정치교육 교과서에도 반영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 민간 출판사가 각 주 교육부가 제

시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고 해당 주 교육부가 자체 기

준에 따라 검인증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주에서 사용하게 되고) 특정 주의 특성에만 부합하는 교과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사회 교과서 가운데 동방정책 전후 뚜렷이 대비

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 교과서는

서독에서 교과서 출판사로 유명한 디스터벡 (Verlag Moritz Diesterweg) 출판

사가 피정치와 법(Politik und Recht)"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교과서로서 당시

에 여러 주에서 채택하여 활용되었다. l97o년과 l973년에 각각 발간된 위 교

과서는 고등학교 학생들, 즉 l2학년과 l3학년 학생을 위하여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제작되었으며, 학년델로 다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l8) 여기서

분석하는 내용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l97o년 교과서는 전체 255면 가

운데 ll면이, l973년 교과서는 전체 293면 가운데 2o면이 통일과 관련되는데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

18) Politik un d Recht: Arbeitsbuch fur Sozial- und Gemeinschaftskunde, Frankfurt:

Verlag Moritz Diesterweg, 1970; Politik und Recht: Lehr- und Arbeitsbuch filr

Sozial- und Gemeinschqftskunde, Frankfurt: Verlag Mohtz Diesterweg, 1973.

- 2 8 -



( s n - 4 ) 서독 정치교육 교과서 비교 l - 전체목차

l97o년 교과서 l973년 교과서

.A. 공동체와 지방자치 .A. 민주주의 국가
lB. 국가와 헌법 l. 민주주의 형태

l. 민주주의 국가 2. 민주주의 국가 행정

2. 민주국가가 되기 위한 독일의 3.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

c 력 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독일의 헌법 4.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
4 . 중부 유럽에 위치한 소련 점령지 l5.민주국가의 정치선전
5 . 동유럽에서 독일인의 추방 lB. 전체주의 국가
6. 전체주의 l. 전체주의 형태

7 . 민주국가와 전체국가에서의 정치l2.전체주의 국가의 정치선전
선전 lc. 독일연방공화국

8. 민주주의 를 사랑하는 사람은 문|i.U11UU0918-1945)
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독일연방공화국과 베를린

.c. 국제조약, 국제기관, 문제점 3.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

l. 유럽통합 .D. 독일민주공화국(동독)
2. 세계정치그룹 l. 소련점령지가 동독국가로 발전함

3. 인류애를 추구하는 국제조약 2. 동독의 소련동맹체제로의 편입

4. 평화를 위한 조직 3. 독일 통일의 문제점

lD. 권리와 법 .E. 추방 - 동독국경 - 동방정책
l. 인권 l. 동유럽에서 독일인의 추방

전체 2. 자연권 2. 동독의 국경과 동방정책

목차 3. 법 .F. 세계정치 그룹
l. 세계정치

2. 유럽

3 . N A T O

4. 바르샤바 조약기구

5 . 중국

.G. 평화문제
l. 인류애를 추구하는 국제조약
2. 평화를 위한 조직

.H. 공산주의
l. 공산주의의 의미

2. 공산주의 이념

.i. 인권
l. 기본법에서의 인권

2. 국가권력에의 저항

.K. 법
l. 법의 기초

2. 정의와 법
3. 법

4. 형벌의 문제

t.츠를친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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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 - 5 ) 서독 정치교육 교과서 비교 2 - 총른

l97o년 교과서 l973년 교과서

제목 "중부 유럽에 위치한 소련 점령지
' '

"독일 민주공화국(DDR)"

분량 l1U(106-117쪽) 20U(138-157쪽)

l. 소련점령지가 독일민주공화국 l. 소련점령지가 독일민주공화국

( D D R )으로 발전함 (DDR)으로 발전함

2. D D R 의 헌법 가. l945년부터 l95o년 사이

3. 사사회주의 건설
' '

나. 중앙집권적 연합국가로서의

4. 1953년 6월 l7일 항쟁 D D R

5. 소련화의 과정 다. D D R의 사회변혁

6. D D R 의 동구권에의 편입 과정 라. 6월 항쟁 - 국경폐쇄 - 발포명

내용 7. 독일 통일의 문제점 령

구성 l)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입장 마. l968년 D D R 개정 헌법의 서문

2) 공산주의 정권의 입장 2. DDR의 소련 동맹체제로의 편입과.

3) 독일 국가와 독일 국민 l 정

4)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국회의장 j3.독일 통일 관련 문서

의 성명서 가. 헌법 내용

나. 성명서, 인터뷰? 기본조약

다.독일국민, 독일민족, 독일국가

라. 외교정책적 측면

o 서독 체제의 우월성 강조 o 동독 체제의 특성 및 발전과정을
내용

o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열등성 및 객관적으로 서술
서술

문제점 부각 및 비하 o 동서독의 헌법, 정치체제 등을 객관.
방식

o 동독 국민들의 체제 저항 부각 적으로 비교

o 냉전적 사고가 반영됨 o 화해 협력 정신 강조

o 체제우위 및 비교우위 강조됨 o 객관적 소개 및 비교가 강조됨
주 요

o 통일 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 lo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통일
특성

지 않고, 동서독의 상이한 입장차. 관련내용의 비중이 높아짐
이만이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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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 - 6 ) 서독 정치교육 교과서 비교 3 . 각른

l97o년 교과서 l973년 교과서

.동독 국가 호칭 중부 유럽에 위치한 소련 절령지 독일민주공화국(DDR)

o 暇선거 없이"(lo6쪽) o "선거 없이"(l39쪽)
o 暇보통 강제 선거計(lo6쪽) o 兆찬반투표"(l39쪽)

o 인선거인은 찬반의사를 표시할 o 삭제
동독

수도 없다"(lo8쪽)
선거제도

o "강요로 인해 선거 참석율은 o 삭제

대단히 높고, 찬성비율도 99%로

대단히 높다計(lo8쪽)

o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은 이름 o 삭제

만 민주주의 적이다"(lo7쪽)

s3 o 暇동독의 사이비 민주주의적인 o 삭제

헌법 규정은 현저히 모순적이

다"(lo8쪽)

s3 o "독일사회당(sED)이 모든 것을 o 삭제

결정한다"(lo8쪽)

o 동독 국가제도(행정부, 입법부
등) 객관적으로 소개

동독 국가
o 동독 국가(國歌) 전문 소개

소개
o 동독 의회 선거결과 소개

o 동독 지리(면적, 인구) 소개

o 국경 철조망 설치 o 토지 개혁 및 국유화

o 교회와의 투쟁 시작 o 기업의 국유화
동독 사회

o 공산주의 경제 도입
건설

o 결과 :난민 및 서독으로의 이주자 리
증

o 동독 주민의 항쟁 o 동독의 신정책

l953년 6 월 lo 항쟁의 구호: 자유선거, 독일통일 o 동베를린의 데모
l7일 항쟁 o 6월 항쟁의 성격과 영향

o 동독 신정책의 종말

o l96o년 이후 "사회주의 건설計이 강리o 삭제
동독의 소련화. 하고 무자비하게 추진됨 (lll쪽)

.i968년 제정된
o 헌법의 서문 소재

동독 헌법

.o 동독의 편입과정 소개 o 동독의 동구권 편입과 서독의 세D D R 의 소련
구권 편입과정 비교 서술

동템체제로의
o 동서독의 군대 비교

편입과정
o 서독의 동방정책 소개

.o 독일 제국을 잇는 유일한 합법정부리o 동서독의 독일통일 관련헌범 배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입장(ll3쪽) . a

독일 통일 .o 공산주의 정권의 입장 o 동서독의 성명서, 인터뷰 비교

o 동독의 입장 변화 : l국가곤에서 2치o 동서독 기본조약 소개
가론으로 o 통일과 외교정책과의 관련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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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 교과서의 특징

통일 전 서독의 사회 교과서 가운데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동방정책 이전과

동방정책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

다.l9)

형식면에서 볼 때> 위 교과서는 정치) 경제? 국제> 법 등 일반사회 전반에 대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여러 사회 내용을 다루면서 조금씩 다루고

있다. 통일교육이 넓은 의미의 사회과 교육, 즉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幣

분량면에서 볼 때) l97o년 발간된 정치교육 교과서에서는 동독에 대하여 lo

페이지 정도의 분량만 다루고 있으나? l973년 동일 출판사에서 발간한 동일한

정치교육 교과서에는 그 양이 2o페이지로 두 배 가량 증가한다. 동방정책 이

후 동독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t 그것을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

내용상으로 볼 때에도? l97o년 교과서와 l973년 교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동독에 대한 인식의 커다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통일교육관련

내용의 제목을 보면t l97o년 교과서에서는 동독을 M중부 유럽에 위치한 소련

점령지 (Die sowjetische Besatzungszone in Mitteldeutschland)計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l973년 교과서에서는 "독일민주공화국(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l97o

년 교과서에서는 동독을 소련의 식민지 또는 위성 국가 정도로 표현하고 있

으나t l973년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l97o년 교과

서에서는 동독의 체제를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체제로 비하하고 있으나 t

l973년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대폭적으로 삭제되었다 차

다음으로t 동독 체제에 대한 내용서술에 있어 서독의 입장에시 주관적으로

l9) 교과서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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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기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독

의 역사와 동독 국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대폭적으로 보강되었고, 비교적 객관

적인 관점에서 동독 체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동서

독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통일관련 내용이 대폭 보강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에 대한 입장
t

통일정책, 통일관련 헌법과 조약, 성명서 등을 전문 또는 일부분이 가감 및 삭

제 없이 소개하여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사. 통일교육 활용 자료

통일 전 서독에서 통일교육에서 활용한 자료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였다. 주

교육부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교사들의 통일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

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별

학교 및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주요

통일교육 활용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

첫째는, 교과서 제작시 교사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통일교육 설명자료이다 출

교사용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료에는 통일교육 교과서를 다루는데 필요

한 설명자료와 참고자료 등 각종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

둘째는,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자료이.다. 각종 정치교육 보

고서) 시청각 매체, 정기간행물? 통일교육 담당교사를 위한 세미나 등에서 교

사들은 관련 정보를 얻고 교수학습활동에서 활용하였다, 특별히 "수업주제

(Th ema im Unterricht)"는 학교에서 사회 또는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는 정

기간행물로서, 교사용 교재와 학생용 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용 교재에는

관련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교수방법, 그리고 참고문헌이 제시되어

있다. 학생용 교재는 교사용 교재의 순서에 맞추어 텍스트와 더불어 통계* 표t

그림) 만화, 토의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수업주제計는 각급학교에서 큰 호

응을 얻었다. 더불어 정기간행물 "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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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ung)" 역시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설립된 i952년부터 발간되었는데, i년에 4

회섹 인쇄되어 학교교사들에 보급되어, 통일교육과 관련된 폭 넓은 정보를 제

공하였다. 이밖에도 비디오 등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제공하는 시청각 매체역

시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 .

셋째는t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제공하는 학생용 정치교육 자료들이다, 학생들

은 u정치잡지 (Die Politische Zeitschnft)", "확대경 (Zeitluppe)" 등을 통하여 통

일교육 관련 소식을 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움을 받았다
零

및째는t 체험학습이다. 학생들이 통일교육 관련기관을 방문하거나, 학교 내

에서 독자적인 연구활동, 공동작업t 예술활동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체험하

는 것을 권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교사가 스스로 제작한 교수학습용 자료들이다. 주 교육부나 연

방정치교육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도? 교사들은 각종 연수, 대중매체 등

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적합한 자료들

을 스스로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차

연방정치교육분부 등 통일교육기관들은 학교의 정치교육을 돕기 위하여 각

종 도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

된 것이었다. 학교 당국과 교원들은 이러한 자료를 자율적으로 정치교육에 활

용하였다. 위 자료에 대한교사들의 신뢰는 매우 높아, 대부분의 사회 교과 교

사들이 위 자료를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통일교육

자료는 통일 이후에는 동독지역에서도 널리로 활용되고 있는데? l996년부터

l997년까지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 대학(서독지역 )과 막데부르크

(Magdeburg) 대학(동독지역 )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독일 교사들의 36.4%가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자료를 자주 활용하고, 61.1%가 가끊식 활용한다고 응답

하여 전체 97.5%의 교원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2o) 통일교육

자료의 가치성과 신뢰성이 자료활용도를 높이고t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燎

20) Bundeszenrtale fur politische Bildung, Tatigkeitsbericht 1998, Bonn, 1999,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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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전 동독의 학교통일교육

가. 학교통일교육 개요

l) 구 동독의 교육제도

구 동독의 학교제도는 서독과 같이 분화된 형태가 아니라, 통일되고 획일적인

형태로서의 lo년제 종합기술학교(Polytechnische Oberschule: POS)와 2년제의 확

대 고등학교(Erweiterte Oberschule: EOS) 형태만이 있을 뿐이었다 .

2 o

l3 l9

l2 직업학교 l8

인문계 고등학교
l l l7

lo l6

9 l5

8 l4

7 l3

6 1o년제 일반 종합 기술학교 l2

5 ll

4 lo

3 9

2 8

1 7

6

유치원 5

4

3

탁아소 2

1

학령 연령

[그림 II.2] 구 동독의 학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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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통일교육체 계

통일 전 서독의 통일교육이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통일

전 동독에서도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독의

정치교육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면, 동

독에서의 정치교육은 한 마디로 이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이념교육의 중요 내용이었다. 서독에서는 통일교육 안에서 동

서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전달과 통일의식과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주요 목표

로 삼았다면) 동독의 이념교육 안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1

자본주의-제국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볼 때?통일 전 동독

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等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숭리하는 차원에서의 통일교육만이 가

능하였다 .

통일 전 동독에서의 통일교육 역시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학교통

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은 초 .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

교통일교육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역시

공산당의 지도 아래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準

통일 전 동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은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교과활동으로는 전담교과인 州국가시민(Staatsbiirgerkunde)" 교과가 있었

다. 교과외활동으로는 첫째t 군사교육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로는T 유소년 조직과 청소년 조직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暇국가시민" 교과이다. 통일 전 동독은 暇국가시민
' '

이란 이름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였다. "국가시민計 교과는

중학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었

다. 야국가시민計 교과를 위하여 동독 정부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

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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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전 동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중학교 l학년(7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

학교 졸업 때(l2학년)까지 "국가시민計 교과 안에서 실시되었다. 동독의 전체

호육과정에서 국가시민 교과과정이 차지하는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

4 .

( a n - ? ) 동독의 초 .중학교 교과과정

국어(독일어 ) j ii 10 | 12 | 14 | 14 | 7 | 6 | 5 | 5 | 3 | 3

러시아어 6 | 5 1 3 | 3 | 3 | 3

5 | 5 | 6 | 6 | 6 | 6 | 6 | 6 | 4 | 5 | 4

3 . 2 . 2 3 . 3

2 | 4 | 2 | 2

2 | 2 | 1 ] 2 | 2 | 2

2 | 2 | 2 | 2 | 1 | 2

1 I 1 | 1 | 1 | 2 | 2 | 2

학교정 원가꾸기 1 1 1 1 1 1 1

다기능 수업 4 1 4 ] 5 1 5

l) 생산활동입 문 1 1 1 1 2 | 2

2) 기술 설계 i . l

라 생산활동 2 | 2 | 3 | 3

1 1 2 | 2 | 2 | 2 | 2

국가시 민교과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 1 1 1 1 1 1 1

스 포 츠 2 | 2 ] 2 | 2 | 3 | 3 | 3 | 2 | 2 | 2 | 2

주당 수업 시간 수 | 21 | 21 | 24 | 27 | 28 |30 | 33 | 32 |33 | 31 | 32

바느질 l l l

제 2 외국어 3 1 3 | 3 | 2/3

주당 수업시간수 21 | 21 | 24 | 27 ] 30 | 31 | 33 | 35 | 36 j 34 |34/35|

다음으로 고등학교 상급반인 상급고등학교(Eos)의 교육과정 편제안을 살펴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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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

(3. n -8) 동독의 고등학교 교과과정

필수과목

국어(독일 어) 3 l 3

러시아어 3 . 3

제 2 외국어 2 l 3

5 l . 5

3 l 3

2 . 3

2 l 3

국가시 민교과. l l 2

스 포 츠 2 . 2

주당 수업 시간 수 28 l 28

필수선택과목

학문적 -실천적 활동 4 l 4

음악 또는 미술 l l i

주당 수업시간수 33 l 33

자유선택긴q 3 l 3

총 주당 수업시간수 36 l 36

구 동독의 학교통일교육은 철저하게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t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서독 식의 자유롭

고 민주적인 토른과 의사결정과정이 중심 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

는 거리가 멀었다

동독의 학교통일교육은 인국가시민인 교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

다. 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이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체계적

인 교육과정 이었다 .

7학년 때에는 동독의 역사와 사회적 질서를 배우는 것이 중점 내용이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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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때에는 동독의 헌법을, 9학년 때에는 사회주의에로의 사회발전의 법칙과

계급투쟁과정을 배우고t lo학년 때에는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11-12학년 때에는

변증법적 유물사상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출

국가시민 교과와 더불어 군사교육 역시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강조되었다
출

동독의 모든 국가 구성원은 국가 방위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했다
等

이 점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해당되었다. 군사교육은 그러한 준비를 위한 중

요한수단이었다. 군사교육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교과에서 실시된 것이아

니라? 교육과정에서 필요시 교육과 관련된 모든사람들이 예비군과의 협력아

래 이루어졌다 .

군사교육의 과제는 l) 국토방위 동기 부여t 2) 목숨을 걸고 사회주의 국가

를 지키겠다는 정신 함양, 3) 군사정치적? 사회과학적? 군사적 지식과 능력 매

개,4) 용기, 순종, 희생정신 등 성격 형성과, 힘?인내등 신체단련 등이었다
촐

군사교육은 이미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군인을 만나고, 군사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국토방위와 평화의 중요성을 깨

우쳐야 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서는 군대와 군인에 대한 좋

은 감정을 갖도록 감정적인 차원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중급과 상급단계의 학

교교육에서는 특별히 역사와 인국가시민" 교과에서 군사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가능성이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기초적인

군사지 식이 전달되 었다구

동독은 통일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조직을 적극 활용하였다. 청소년 조직으로

는 자유독일청년연맹 (Freie Deutsche Jugend)과 에른스트 텔만(Emst

Thalmann) 연맹이 있었다
구

자유독일청년연맹은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2l)과 유사한 조직이다
會

2l)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고등중학교 5학딘부터 3o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조직으로서 예술활동, 체육활동, 군사훈련, 노동 등을 통하여 학생 및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공산주의적 도덕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참고, 한만길 .김창환 .정지웅,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計, 한국교

육개발원, 1998, 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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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세부터 26세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대중조직으

로 동독 청소년 조직을 대표한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인 l946년 반제국주의 .민주주의 대중조직으로 구성되었고t 그 기능상 공산당

인 sED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 자유독일청면연맹의 목적은 l) 청소변을 사

회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가로 교육시키는 것t 2) 청소년들을 동독 사회

주의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t 3) 청소년 군대조직의 건설t 4) 마르크스.레

닌주의 이념 확산, 5) 다면적인 여가 선용 조직과 학습활동 장려 등이었다 .

자유독일청년연맹에 가입하는 청소년들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l) 자유독

일청년연맹의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것,2) 학습과 노동과 연구활동을 모범적

으 로 수행하는 것? 3) 군사지식 획득과 노동자.농민 국가 방위태세 확립t 4)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제적 결속력 강화> 5) 공동체생활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적 규칙을 엄수하는 것? 6) 조직활동에 참여하고, 조

직을 흥보하고f 총회에 참석하는 것 등이었다 .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조직은 중앙집권적이었다. 각 지방에는 지회를 두고 있

었고, 지회에는 기업체, 행정, 학교, 대학t 공장 등에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 속

하게 된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최고 상급기관은 국회이었다 .

자유독일청년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복장과 휘장을 소

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일간지를 발행하고? 각종 잡지를 발행하였다 출

자유독일청년연맹이 청소년 조직이라면 에른스트 텔만(Emst Thalmann) 연

맹은 유소년들을 위한 학생 조직이다. 북한의 소년단22)과 유사한 조직이다 燎

에른스트 텔만 연맹은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지도를 받으며 6세에서 l4세의 어

린이들이 가입대상이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은 l948년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연

합단체로 결성되었다燎

에른스트 텔만 연맹의 목적은 모든 어린이들을 평화와 사회주의 이념 아래

22) 북한의 유소년 조직으로 모든 학교의 인민학교 3학년부터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

조직되어 있으며, 토론회, 연구모임, 노동활동 등을 통하여 "당과 김일성에게 충성

하는 용감한 공산주의 전사"를 배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참고, 한만길

.김창환 .정지웅, 暇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다, 한국교육개발원, 1998,
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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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동독 국가 시민 의식을 갖춘 인간으로 키우는 데 있었다. 에른스트 텔

만 연맹의 주요 과제는 l) 학교가 사회주의적 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하는

것, 2)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f 3) 홍미있고? 교육적이

고, 어런이에 맞는 활동의 개발 등이었다 .

자유독일청년연맹과 마찬가지로 에른스트 텔만 연맹에 가입한 학생들은 독

자적인 복장과 여러 상징적인 휘장들을 하고 다띤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 조

직은 학교 내의 전체 조직과 학급 내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유독일

청년연맹이 지원하고 신문과 잡지도 발행하였다 .

나. 통일교육정 책

통일 전 구 동독은 한 마디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국가이었다. 다른 공

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이 국가사회 전체를 지배

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은 단지 도그마가 아니라, 暇행동을 이끄는 지

침서行가 되어야 하며? "혁명적 정치를 이Ji는 과학적 근거"로서 구실하였다.23)

교육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t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정치와 이념과 경제와 교육의 통합"이 구 동독 사

회주의 정권이 추구하던 핵심 원칙이었다.24) 이 점은 통일교육정책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출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 기본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경리할 수 있다, 첫째
)

모든 통일교육정책은 공산주의 정당이 만들었고, 교육행정기관은 단지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학생

들에게 주입하고, 그것의 사상적 우월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J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의 현실태인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고
)

서5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이념과 논쟁하고, 궁극적 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

23)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Berlin, 1960, 7.

24) S . Baske(Hrsg-), BildungspoUtik in der D D R , Berlin, 197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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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이다.25)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 기본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

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l945년부터 l949년까지로서 나찌시대의 교육제도

를 化반 제국주의적이고.민주적인 교육제도"로 개혁하던 시기로서 이 때에는

사회주의 학교를 정착시키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기는, l949년부터

l962년까지로, 사회주의 이념이 모든 교육제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l962년부터 l97o년까지로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

육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26)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

기본정책은 이렇게 세 단계의 시기를 거쳐 완전 정착되었다. l949년 이후 통

일교육은 이념교육으로서 학교교육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통일교육

은 독일공산당(sED)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독일공산당은 통일교육 뿐 아니

라)모든 교육분야에서 완전한 독재적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출

독일공산당(sED)은 위와 같은 통일교육 기본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원

칙들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통일교육정책과 교육적 수단은 정

치와 이념과 경제와 교육이 상호관련적인 단일체라는 전제 아래서 입안되어야

한다. 둘째f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교육과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사회

변혁의 도구이다. 셋째, 정치.이념 교육, 정당의 영향, 학교, 교육, 생산 역시

상호관련적인 단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인 인격의 다면적 형성

은 최종의 교육목적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서는 사회주의 도덕f 마르

크스.레닌주의 정당에 대한 충성, 노동에 대한 애정>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등

이다. 다섯째? 모든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실성과 우월성, 그리고

이념 논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신념을 소유하여야 한

다.27)

한 마디로 표현하여 구 동독의 통일교육 정책은 독일 전체에 사회주의 국가

를 완성하도록 학생들을 이념적으로 교화시키고 사회주의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일교육 정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 국가가 건설되

25) ibid., 15.

26) ibid., 17.

27) ibid.,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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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l989년 동독이 붕괴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추구되어 왔다. 서독에서 l97o

년대초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방향이 바뀐 것과는 대

조적이다. 한 사례로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l976년 제9차당대
회에서 구동독수상에리히 호네커(Ehch Honecker)는 동독의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공산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욱 더 확신

에차서가르치는 것을요청한다."28)고 강조하였다

다.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전 동독 통일교육의 기본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정책을 이해하도록 하는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학교교육에

서보다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동독당국은 n국가시민n 교과를 정규교

과로 채택하였다. 국가시민교과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전달하여 사회주의 혁명과업을 완성해 가는데적극적으로 참여하
도록 이끄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이념교육
으로서 학생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키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

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이상t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
제주의 정신을 일깨워 사회주의 모국과 공산당에 충성할 수있도록 기여하도
록 하였다

.

통일교육에서 매개되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t 철학적 지식은 학생들로 하
여금 사회주의 가 인류역사의 진보과정의 법칙적 귀결이요, 마르크스-레닌주
의 정당의 지취 아래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결과요) 반인류적인 제국주의 체
제의유일한 대안임을 알게하는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학생들은 전체 국가

시민 교과 수업에서 사회주의 세계가 그힘과권력과 권위에서 인간의 사회
적 할에 결정적인 변화를 갖고올것이라는 점을분명히 의식할 수있어야

28) ibi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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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생들은 사회주의가 역사적 주도권을 쥐고있고제국주의에 대항하

여승리를 거둘것이며) 사회주의를 피키고 강화하는 것이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였다
.

학생들은 위의사실들을 더욱공고히 하기위하여 동독과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의 역사적 위치와 과제에 대한깊은이해를 갖추어야 하였다. 더불어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 선진사회주의 사회의 역사적 정당성과 제국주의 에 대한 우

월성 등을 인식하여야 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투쟁하여 승리하고 선진사회
주의 건설을 위하여 학생들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어떻게 갖추어
야 하는지 배워야 했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은세계관 교육, 정치교육? 도덕교육이었다. 학생들은
먼저 사회주의의 역사적 필연성과 우월성에 대한신념을 갖고? 마르크스-레닌
주의정당의 지도아래사회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혁

명적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있는자세를 갖추어야 하였다. 학생들은

사회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조국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였다.

이와관련하여 통일교육에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기초능력이 강조되 었
다.

.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발전모습을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유
물른적 변증법적으로 사회발전 현상을 볼수있는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세계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은 물론독자적인 안목을 형성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을 바탕으로 적대계급의 정책과 이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쟁

할 수 있는 능력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문헌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관련 문서? rL

리고 사회주의적 대중매체 수단을 이용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현재의 정
치상황을 활단할 수 있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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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고유한 경험을 사회적 삶의 관련성 속에서 평가하고) 사회적.정치

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라. 통일교육과정 기본계 획안

구 동독에서는 구 서독과 같은 통일교육기본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동서

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통일교육의 변화를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구 동독 통일교육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구 동

독은 중앙집권적 국가였기 때문에 교육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구

서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각 주 문교부장관들이 모여 합의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

구 동독에서는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회안"에 통일교육 관련 기본지침들을

모두 담고 있었다.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회안에는 통일교육지침 뿐 아니라, 통

일교육목적 > 교육방법적 원칙, 교수활용자료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었다 .

따라서 별도의 지침이 절요하지 않았다 수

구 동독의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사회주의 정당(sED)의 기본 지첨에 따라

교육부가 만들었다.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어떤 교육내용을 다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템으로 가르칠 것인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교육과정기본계

획안은 각 교과별로 만들어지는데t 이를 기초로 하여 후속으로 구체적인 교

육내용이 선정되고 교과서가 개발된다. 즉? 교육과정기본계회안은 모든 교과

활동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전 동독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육활

동에서 위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지침에 따라 그리고 교과서를 이응하여 학

생들을 가르친다. 구 동독에서는 교사들의 자출적인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

문에, 교육과정기본계획안과 교과서를 벗어나기 어려됐다. 특별히 이념교육에

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회안은 통일교육을 다루는 교과인

暇국가시민計 교과를 위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말한다 출

구 동독은 중앙집권적 국가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만든 통일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다. 각 주별로 통일교육과정이 약간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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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던 구 서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

구 동독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이 기본지침을 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

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l946년 처음 공포된 이후, 이후 계속 연구 .개발

되었다. i952년 7월 29일 독일공산당(sED)의 결정에 의하여 모든 교육과정에

서 사회주의 이념이 교육목표로 제시되면서, 사회주의 교육과정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29) 통일교육과정 역시 이 때부터 만들어졌다 구

구 동독의 통일교육은 "국가시민" 교과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이 교과의 교육과정기본계획안과 교과서를 분석하면 구 동독의 통일교육의

기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l983년부터 l988년까지 (7학년은

i983년t 8학년은 l984년? 9학년은 l988년? lo학년은 l988년 ) 구 동독 교육부

에 의하여 개발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분석하도록 하겠다.3o) 인국가시민
' T

교과는 보통교육과정의 7학년부터 lo학년까지 정규과목으로 가르쳐졌고> 상급

고등학교인 ll.l2학년과 직업학교의 직업교육과정에서도 필수교과로 강조되

었다.

l) 국가시민 교과의 목표와 과제

국가시민 교과 안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과 마르크

스.레닌주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국

가시민 교과는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선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학생들은 과학적이고 확고부동한 계급관념에 입각해서 모든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의무를 지각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열성적

인 과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국가시민 교과

는 정치적.이념적 도야와 교육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민을 교육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생각과 감성과 행동이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사회주의

29) 0 . Anweiler, S피出辰피狀 und 必諒u/차간em in der D D R , Opladen, 19關 .

30) Ministehat der DDR, Ministerium fur Volksbildung, Lehrplan. der zehnklassigen

aUgemeinbit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te - Staatsburgerkunde, Volk und

Wissen, 19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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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애국심과 프롤레타리아 국제동맹의 정신을 갖도록
t

의조국)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그들의 사회주
정당(sED)과 그혁명적

확고한 유대의식을 갖도록 투쟁에 대한정치적 확신과
각인시키는데기여하여야 하였다

.

국가시민 교과가 매개하는

사회적 백락을 이해할 수있
정치적r 경제적T 역사적? 철학적 지식은 학생들이

도록 하여야 하였다. 무엇보
발달의 다도사회주의는 인간

합법칙적인결과f 즉 비인간적인 제국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의 영도아래노동자 계급이 투쟁한 결과이며, 노동자 계급은
인류를 공산주의로 인도하기
것이강조되 었다

.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역사적 관점에서f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아래 노동자 계급이수행하는 혁명적 투쟁의 변증법을 이해하여야 하였다. 사회주의와 f)a .주의사이의 첨예화된 계급갈등의 조건

회를 형성해야 하는
아래에서 어떻게 진보된 사회주의 사

높은사명을 담당하게 되었는지, 어
이 새로운 요구.

떻게사회주의 정당이
에직면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다 힘겨

운이 되었으며
)

워진 과제를 위한 일
그리한 결른을 스스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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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여 야 하였다 구

철학적 관점에서t 국가시민 교과는 사회주의의 역사적 형성과, 그 역사적 성

취와 폭넓은 확산에 대한 전망과 신념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키고 굳건하게 하

는 확고한 인식의 기초를 형성하는 세계관적, 정치.도덕적 교육의 상호 연관

된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사회적 발전이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을t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아래 노동

자 계급이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였음을,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 역사적 소명

임을)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격과 지식과 기능과 능력을

사회주의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투쟁에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하였다 .

국가시민 교과는 또한 학생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통한 근로자들

의 지도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과?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가 사회

주의의 불가침의 원리라는 것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어야 하였다 .

나아가? 학생들이 획득한 세계관적 기초지식과 정치적 지식이 학생 자신의

고유한 사유와 행동과 이해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였다. 또한 마르크

스.레닌주의의 고유한 세계관적 박관주의가 학생들의 능동적 삶의 태도를 형

성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물음이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응답될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와 능력이 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국가시민 교과는 전체 수업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특별히 다음과 같은 능

력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 구

. 현재와 과거의 정치적 투쟁들에는 언제나 사회적 계급들의 객관적 관심이

개입되어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사건들의 배경에 있는 사회적 바

탕을 이해하며, 그 역사적 전개와 발전의 전망을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사회발전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능력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지식,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식

과 세계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지식을 자기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n

지식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고? 적대 계급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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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여 적극적이고 당파적으로 논쟁하는데 적용하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문건들과 사회주
의적 대중매체들을 통해실제적인 정치적 인포메이션과 관점을 확림할 수
있는 능력

학생스스로의 사회적 삶에대한참여의 경험들을 객관적인 행위규면과

건설적인 표상들에 맞도록 일치시키고 정치적 삶에스스로의 제안과 활

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2) 7학년에서 io학년까지 수업의 요점

국가시민 교과의 목표로부터 연간계획과 각각의 단원들의 이념적.이론적 강

조점이 도출된다. 7학년과 8학년의 수업은 동독의 사회주의국가로의 형성은

사회주의 정당(sED)의 지도를 받는근로자들의 커다란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었다. 또한학생들이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고 확
장하며 지켜나가는 것을자신의 소명으로 확신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이른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동독의 진정한 사회주
의에 대한 확실한 상을구축할 수있도록 해야하였다.
7학년 수업에서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사료를 기초로 동독국가의 형성과

성장과정, 사회주의 정치와 경제의 탄생과 전개과정이 설명되었다. 이러한 기
초지식은 8학년에서의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깊이

있게이해하는데,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
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지식을 확대, 심화하여
이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즉,7,8학년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
와 발전단계를 이해하는 데중점이 놓여있었다. 이와함께마..르크스.레닌주
의를 이해하는 것을목적으로 하고있는사국가시민計 교과의 기초가 다져지게
된다.

동독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으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어떻게 노동
자 계급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위해성공적으로 투쟁하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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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고 이끌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수업은 이렇게 사회 발전

이 국민 대중의 행동의 결과임을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

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노동자 계급이 현대 사회 발전의 혁명적 원동력이고 f

그러한 혁명적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과제임을 인식하

도록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7t8학년의 수업은 사회주의가 제국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고, 동독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

스럽게 생각하고f 그것을 강화하는 것을 과제로 갖고 있었다 출

국가시민교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7학년과 8학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매개하고 동화시키도록 해야 하였다 燎

驪 7학년

- l945년 이후의 반파시스트적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모든 근로자들의 연

대와 소련의 도움으로 우리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적들과의 고된 계

급투쟁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서독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반파

시스트적.민주적 질서를 확립한 과정이었음을 인식한다.(단원 7.l)

. 사회주의 정당(sED)과의 연대 하에 노동자 계급이 우리들의 발전을 이

룩해낸 모든 정치적 힘을 창출해 내었고, 동독의 건설은 곧 노동자.농

민의 국가 건설을 의미하며? 국유제도는 사회주의의 절대적인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였다.(단원 7.2)

- 산업과 농업T 사회 제도t 교육과 문화의 사회주의적 발전은 제국주의에

대한f 특히 제국주의적 서독에 대한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된 노력의 결과이고) 사회주의 정당(sED)의 지도와 생산수단의 사회

주의적 소유제도의 정초 위에서 모든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동독이

사회주의적 국가로 형성되었으며? 높은 성취들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성

과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은 성장세대에 주어진 사회적 명

령이다.(단원 7.3)

노동자 계급이 국가소유제도의 기초 위에서 사회적 부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창출하며t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T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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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정당(sED)은 동독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며 )

노동자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다. 동독 안에서 노동자계급은

농민계급이나 지식인 혹은 다른 근로자들과 확고한 연대를 구축하였다 .

이러한 연대는 모든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공동의 기초적 관심으

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정치적 지도와 생산수단의 공유제도는 사회주의의 불가침의 토대이다 燎

(단원 7.4)

團 8학년

.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지도

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진보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정치적 권력기

구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계급적 특를을 갖는다. 사회주의 국가의 모 든

과업과 동독의 사회주의적인 국가권력의 수립과 작동방식에 대한 근 로

자들의 포괄적인 참여가 사회주의적 국가원리 아래서 창조적인 공동작

업과 주도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주의적인 국가의 보다 민주주의적인

특징을 만들어 내었다.(단원 8.l)

. 동독의 모든 시민들에게는 사회주의 헌범이 다음과 같은 기본권리를 보

증한다. 사회주의 안에서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공동결정과 공동형성의

권리, 노동.교육.문화향유의 권리f 사회주의 조7의 수호에 대한권리

등이다. 사회주의 국가시민에게 부여된 이와 같은 기본 권리들은 사회

주의의 성취이다. 사회주의 조국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실행하는 것은

그 권리를 완전히 지각함과 더불어 국가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단원 8.2)

사회주의 동독과 제국주의 서독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로 대립관계에

있고) 상반되는 사회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통합이 불가능하다. 그 통합

불가능성은 동독과 서독의 상반되는 권력과 소유 관계에서T 동서 양 독

일국가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정치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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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은 미 제국주의 및 NA T o와 동맹관계에 있으며) 그들은 사회주의

를 멸망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목적은 동독의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과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인간 적대적인 국방정책

에서 드러난다. 평화 수호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사회주의 정당(sED)

의 정책은 모든 이들이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제국주의의 침

략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

다.

9flo학년의 수업의 주안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사

회 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가 충돌할 것이고t 결국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것이 역사적인 필연성

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놓여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수업

에서 획득하는 지식들을 이론적으로 심화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과제가 되

었다.

학생들은 노동자 계급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은 구체적이고.역사적인

투쟁조건들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T 투쟁을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방법을 연

구하고,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능력을 제공하고 이끌어

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본 지식은 특히 lo학년에서는 동독이 선

진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사회주의 혁명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을 사회적인 필연성이요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도록 교육되어야 하였다. 이

렇게 하여 9,lo학년에서 학생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울 것이며,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 혁명적인 세계

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의 역사적인 주도권t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적인

위치 등을 파악하게 된다출

이러한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9학년과 lo학년 수업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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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생각들을 매개하여야 하였다 .

驪 9학년

- 마르크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가 인간사회의 합법칙적 발전을

해명하였다. 모든 착취사회의 역사는 그러한 착취적 사회 질서에 대한

계급투쟁이 사회발전의 주된 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증

명한다. 이러한 계급투쟁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합법칙적인 상호관계

에 토대하고 있다. 발전된 생산력과 현존하는 생산관계는 곧바로 착취

사회 안에서 불가피하게 진보적 계급의 혁명적 활동을 요청하며f 사회

혁명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모순을 야기한다. 따라서, 사회 발전은 무

엇보다도 근로 대중의 생산활동과 계급투쟁의 결과이다.(단원 9.l)

. 자본주의 안에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서로 상반되는 주요 계

급을 형성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가 자본주의

적 착취의 원천이다. 잉여가치른이 이러한 착취질서의 근본적 작동원칙

이다. 제국주의는 독점적 자본주의이다. 독점은 내적 .외적 반작용과 공

격성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원인이 된다. 제국주의는 스 스 로 모

든 모순들을 첨예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

이의 날카로운 계급대결은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사이의 첨예

화된 모순의 결과이다. 제국주의 몰락은 역사적 필연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국주의는 언제나 인류에 대한 위협적이고 강력한 적이다. 제

국주의의 정책과 이념은 자본주의적인 착취질서의 유지와 사회주의의

파괴와 세계지배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단원 9.2)

.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며t 착취와 억압이 없고) 전쟁의 원인들이

철폐된t 모든 인간을 위한 높은 수준의 복지가 실현된, 그리고 사회적

평등이 확보된 사회에 대한 인간주의적인 꿈의 실현이다. 자본주의의

전복과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은t 이러한 역사적 과업의 해소를 위해 객

관적으로 부름 받은 노동자계급이 이끄는 혁명적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평화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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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역사적 사명의 일부분이며 현대의 계급투쟁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인도는 역사적 사명의 완

수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완성과

생산수단의 공유제도의 창출은 거부할 수 없는 기본 과제이다.(단원

9.3)

驪 lo학년

. 이 시대는 과업의 단계로 볼 때?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에

있다. 역사적 공세의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한 사회주의는 소련과의 연

대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제국주의의 반 공산주의적 정책
1

제국주의적 군비확장과 전쟁준비t 눈앞의 인류 문제에 대한 무능력함은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수세적 위치와 깊은 위기의 내적 모순이 표출된

것이다. 사회주의와 평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평화유지를 위한 투쟁

은 오늘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국제적 계급대결의 주된 전장이

다.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주요 조

건이다.(단원 lo.l)

. 동독을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로 만드는 것과 공산주의를 향한 점진적인

과정의 근본적인 전제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정당(sED)의 목

표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에 깊이 뿌리

내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신.문화적 변화이며,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지켜내어야 할 영역이다.(단

원 lo.2)

. 핵심과업에 대한 정책은 자명하다. 그것은 사회주의적인 생산관계와, Z L

생산관계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본원칙들의 필연적인 귀결이

다. 핵심과업에 대한 정책을 다른 내적.외적 조건 안에서 지속하는 것

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모든 역량과 장점을 총동원하여 국민경제를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당(sED)의 경제 전략은 핵심

과업의 지속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 중심적인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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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생산을 포괄적으로 향상시키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사회

주의의 장점들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과업수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와

창조적인 노동은 모든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과학기술적 발전

의 성취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단원 lo.3)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인도 아래서, 계급들과 계층들의 발전을 통

하여, 노동자계급과 농민조합 그리고 여타의 근로자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사회 구조와 정치적 조직의 발전이 이루어진

다.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은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적인 전제조건이며T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

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이 이끄는 근로자들의 핵심적인 수단

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장과 완성은 우리의 사회주의 국가의

국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지향점이다.(단원 lo.4)

.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필연적이며 과학적인, 어떤 한 편으

로 치우침 없는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지식은 마

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결정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실천을 안내한다. 따라서 모든 젊은 공산주의자들과 국가시민들

은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계급에 적합하게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의 정책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단원 lo.5)

3) 국가시민 교과의 교수학적 원칙

국가시민 교과의 이념적.역사적 요청은 그 교수학적-방법론적 특징을 결정

한다. 국가시민 교과는 기본적인 지식을 정초하고 확실하게 해야 하였다. 즉
1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이른적인 지식,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모든 다른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과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수행한 혁명적인 투쟁의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하나의 지식으로 매개되고 결합되어야 하였다. 모든 지식들이 연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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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들과 단원들 안에서 연계성 있게다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이러한 기본적

인 인식들을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심화하며T 확장해가고 새로운 사회적 현상

들과 맥락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였다 .

따라서 국가시민 교과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정선된 지식을 어떻

게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 사회주의적 권력관

계와소유관계)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의 단일성 및여타의 과제들에 반복적 으

로 적용할 수 었는지를 고려해야 하였다

국가시 민 교과수업에서는 계열성에 대한분명한 인식과 해당단원의 내적

인강조점을 통해서 각각의 새료운 내용적 핵심과 목표한 높은수준을 확실하

게실현하여야 하였다. 7학년의 예를들면동독의 형성이, 8학년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민주주의의 실천적인 기능발휘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였다. 단원lo.4에서는 선진형태의 민주주의로서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

이그기능과 발전의 주요방향에 대한지식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심화되었

다.단원lo.5에서는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학생들의 지식이 정치

적힘에대한물음안에서 가장중요한 세계관적이고 정치적인 물음으로 연결

되었다.

국가시민 교과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세계관적이고 정치적인 지식을 가식적

으로 숙달하는 것이아니라 능동적으로 동화시키고 정신적으로 철저하게 내면

화하고 토론하고 계급에 걸맞는 가치들료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

였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경험과 학생들의 경험들과 사실들이 사회주의적

세계관의 진실성에 대한체험으로 연결될 수있도록 하는것이었다. 또한 수

업안에서 이루어지는 증명과 결정의 상황들은 확신에 찬논쟁과 증명과정t

계급에 합당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자신의 고유한 혁명적 행위에 대

한 결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다

그와 같은형태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미획득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적기본인식을 언제나 보다명확하게 하며l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해답을 발

견하게 되고, 자신의 고유한 방향정립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의비와 논쟁에 있

어저모든문제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다률수었는확신의 힘을체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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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다고 보았다.

교사들이 자신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은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수업 안에서는 다루기 힘든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 정치적인 사건들

을 학생들이 논의하는데 할당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학생들

은 이미 배운 지식들을 확실하게 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

전체 국가시민 교과 수업은 투쟁적이고 논쟁적인 특징을 띠었다. 나아가 기

존에 학습한 객관적인 사회의 요구들을 국가시민의 자세와 행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비판적이고 자기비판적인 논쟁의 능력을 갖

도록 해야 하며, 신중한 습관과 사고방식들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하였다. 국가

시민 교과의 투쟁적이고 논쟁적인 정신은 무엇보다도 적대계급의 정책과 이데

올로기와의 확신에 찬 논쟁을 요청하였다, 논쟁은 적극적이고 무당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였다. 그 전체적인 스타일은 사회주의의 공격적인 위치와 그 이

데올로기를 학생들의 의식에서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적대계급의 정책 및 이데올로기와의 논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기본지식들

을 체계적으로 매개하고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적대계급의 정책과 이데올로기

의 가치에 대한 폭로와 반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이 지속적으로 풍부해지도록 하여야 하였다. 또한 논쟁

은 학생들의 지식을 강화하고 심화하며, 그 적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

의 논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논쟁은 학생들이 제

국주의적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계급적 특징과 비인간적인 성격을 확실하게 의

식할 수 있게 해야 하였다. 수업은 학생들을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본질적

인 특징과 그 이데올로기의 기능과 정신적인 작동의 기법 및 이데올로기의 차

이들에 대한 논쟁으로 이끌어야 하였다 .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들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문서들로부터 선정

된 텍스트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暇공산당 선언計과 사회주의 정당(sED)의 정

강이 국가시민 교과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9학년과 lo학년의 경

우 더욱 그러하였다. 수업과 숙제는 학생들을 이러한 원천들로 안내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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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교사의 설명과 해석적 강의와 학생의 자을적인 학습 등의 텍스트 해명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다. 더 나아가 학생들

은사회주의의 고전들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문건들을 신뢰할만한 충고

자로여길수 있게되어야 하였다. 그안에서 합리성과 감성의 풍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교과서와 사건들을 수업의 매개물로 처리하

기 위한 의미깊은단초들t 그리고 교육방송의 내용들) 그리고 선동적이고 각
성적인 용어들을 수업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

였다. 국가시민 교과수업의 배열은 다른교과들 및교사의 수업외적인 전략

의 내용t 형식과의 조화 안에서 국가시민 교과의 특수한 목적과 과제들의 관

점에 기초한 결과들에 맞추어져야 하였다
零

따라서 국가시민교과 수업은 학생들의 변증법적.유물론적 사유를 확장시키
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역사적 인식들과 역사적 사유능력을 매개하고* 사회적

발전과정의 깊이 있는 파악을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시민 교과를 통해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징과 서로반대되는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의 특징과 본질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였다準

이성과 감성의 통일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사회주의의
영웅으로 정립하고, 계급에 적합한 자세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독일어 및 독일

문학과 예술과 문학 영역과 관계안에서 이를 다루어야 하였다. 학생들의 표

현과 의사소통의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어수업 (모국어수

업)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는 국가시민 교과에서 다루어졌다
小

특별히 핵심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있어서의 사회주의 정당(sED)의 산업

및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일치가 학생들이 사회주의적 과제를 위한 생산적

활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획득하는데 유용하였다. 따라서 국가시민 교과의
수업은 학생들의 인식들과 경험들이 경제적인 근본지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문제 중심적이고 국민경제의 역동적인 실천과정에 접하게 결합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였다 출

국가시민 교과수업은 무엇보다도 정규과정밖에서 이루어지는 임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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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어린이 및청소년 조직안에서 학생들의 지식과 정

치적 행동을 유발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유용하였다. 여러교과들에서 이루어진

도야와 교육의 효과와 다양한 방식의 세계관적 정치적 도야들이 결합됨으로써

학생들의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

4) 국가시민 교과의 교육과정 분석

구 동독 국가시민 교과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구 서독보다 일력 통일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중학교인

7학년부터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다. 아직 학생들의 추상적.비판적인 사고가 형

성되기 이전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을 하려는 의
도 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t 통일교육이 획일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이다. 서독과는 달리중앙에서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모든 학교에 통일

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7학년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단게적이면서도 조직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있었다. 셋째, 통일교육을

위한전담교과를 갖고 집중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구서독

에서는 "사회 " 교과 안에서 부분적으로 통일교육이 다루어졌으나? 구 동독에

서는통일교육을 위한 전담교과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차이를 보이고 있

다,넷째)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다루어진 주요 내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

념,동독사회의 특징, 공산주의 정당, 사회주의 역사관). 동서독 체제 비교 등

이다. 서독처럼 폭 넓게통일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동독체제의 우월성과 상대

방체제의 비난을 선전하고 주입하는데 교육의 주안점이 놓여있었다. 다섯째
1

구 동독 통일교육과정은 주요 교육내용만 제시한 것이아니라, 교수학습 원칙

도 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

절한 방법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교수방법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

다.그러나 실제로 구 동독에서 실시된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화(Indoktrination)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하

는 것이었다. 교사들 역시 다른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폭이 극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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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출

바.통일교육 교과서 내용 분석 : 국가시민 교과간)를 중심으로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국가시민計 교과서의 내용을 정

리하고 분석하도록 하겠다,32) 국가시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

을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형식면에서 볼 때, 국가시민 교과는 하나의 별도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 동독이 교육에서 이념교육을 가장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통9교육

을 전체 사회 교과 가운데 하나의 부분으로 정하고 포괄적 교육을 실시한 서

독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準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구 동독은 7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 학년 별도의 교과서를 찰행하여 그 분량이 대단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lo페이지나 2o페이지 정도로 통일문제를 다룬 서독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구

동독에서는 이념교육이 그만큼 강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출

내용상으로 볼 때에도, 구 동독의 교과서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첫째t 구 동독에서는 이념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간주하였기 때문에 교육내

용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7학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과

정에 대하여, 8학년 때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에 대하여, 9학년 때에는 사

회발전의 법칙과 자본주의의 붕괴에 대하여) lo학년 때에는 마르크스.레닌주

의 이념과 사회주의 국가의 승리와 이를 위한 학생들의 과제에 대하여 다루

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t 사회주의 국가 형태? 동서독 체제 비교 등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다루었다. 둘째? 구

동독의 통일교육은 발달심리학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내웅을 구성하였다는 특

징이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먼저 가르치고
f

31) Akademie fu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beim ZK der SED, Staatsburgerkunde
Ktasse 7-10, Berlin, 1984-1989.

32) 교과서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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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현실태인 동독 사회주의 국가를 다루는 것이 옮은 것이나T 구 동독에

서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쉬운 내용인 동독 국가체제의 특

징을 다루고 동서독을 비교한 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으로 확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구 동독의 통일교육은 철저히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

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구 서독의 체제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존경심과 상대방인 구 서독의 체제에 대

한 적개심을 품도록 가르린다. 넷째, 구 동독의 통일교육에서는 가치적인 편

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소개나 비교를 찾기 어렵

다. 객관적인 사실을 편파적으로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지 못하였다. 동독 체제에 대한 내용서술에 있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하

였던 구 서독과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문제는 나중에 동독 학생들

이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이중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게 하고, 통일

후 학생들의 사회 부적응을 낳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구 동독

의 통일교육 내용은 엄격히 말하여 통일교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동서독

국가의 체제에 대한 객관적 가르침과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과 의지를 심어주는 통일교육과는 거리가 먼T 일방적 체제옹호교육이었다. 서

독의 교과서에서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의 통일에 대한 입장, 통

일정책, 통일관련 헌법과 조약, 성명서 등 등 통일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된

점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

사. 통일교육 활용 자료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에서 활용한 자료는 구 서독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

지로 다양하였다. 구 서독에서는 각 주 교육부와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교사

들의 통일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한 반면
)

구 동독에서는 통일교육활용 자료를 교육부에서 전담하여 개발하고 제공하였

다.

위에서 살펴본 구 동독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서는 통일교육 시 활용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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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시민교과 수업보조자료33)라는 자료집에서도 통

일교육 활용자료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통일 전 통일교육

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

첫째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의 보도 자료이다. 학생들의 대

중매체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하면서도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

둘째는) o H p 자료이다. o H p 자료는 시청각 자료로서 작성하기도 쉼고? 학

습 내용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보조자료로 대단히 폭 넓

게 사용되었던 방법이었다 출

셋째는, 역사적이고.현재적인 사례들이다. 사례라는 것은 대상을 쉽게 이해

시킬 수 있는 대표성 있고 설득력 있는 사건 또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려운 통

일교육 내용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매체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각 교과내용을

다를 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을 다를 때에는 반드시 사례를 다루도록 강조하

였다.

넷째는? 교사들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한 통일교육 보충자료이다. 이 자료는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보조설명자료와 참고자료를 담은 것이다 .

다섯째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제작한 활동자료이다 .

활동자료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학습자료를 말한다 .

여섯째> 비교자료이다. 예를 들어t 동서독의 정치? 경제t 사회체제를 비교한

자료로서 두 가지 상이한 체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零

일곱 번째, 각종 이념교육 관련 문서들이다. 사회주의 문학 작품> 마르크스 -

레닌주의 정당 문건? 동독 헌법T 공산당 선언 등 교과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 문서들이 통일교육에서 폭넓게 활용되었다 .

여덟 번째T 학생들의 경험활동과 체험활동이다, 이것은 문서나 시청각 자료

는 아니지만>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강조된 방법이

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조직이나 청소년 조직에서의 활동 역시 통일교육

을 위한 중요한 매체이었다. 학생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체

33) W .Feige u.a., Unterrichts切를en Staatsburgerkunde, Ost-Berlin, 198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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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몸으료 익혔다 .

한가지 부연할 점은, 구동독에서 @일교육은 이념교육으로서 구 동독의 당

과상급관청의 핵심관심사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내용뿐아니라? 교수학습

시 활용할 자료를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

라서구서독의 교사들과는 달리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통일교육 활용자료를

제작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지정된 내용에 기초해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3 -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

가.통일 후 환경의 변화

통일 이후 동서독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사

회에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틀이 갑작스런 변화상황으료 인해합께더불

어살아가야 하는과제를 안게되면서 적응상의 어려움이 적지않았다. 특별

히 구 동독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구동독학생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

다.여기서는 구동독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의식특징과 통일 후 의식의

변화과정 ? 그리고 적응상의 문제점을 구서독학생들과 비교하며 고찰하고자

한다.

l) 독일통일이후동서독 학생들의 의식의 변화. 과정

독일 통일 이후변혁상황에서 많은구동독지역 학생들은 기대와 희망? 염

려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살았다. 그들에게 통일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

는과정으로서의 새로운 기회로 다가랐다. 그러나 다른한편으로 통일은 불화

실한 상황 전개) 가치관 혼란? 높은실업률 등으로 인해걱정,. 고민, 불안을 가

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가) 독일 학생들의 통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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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동서독 학생 모두 찬성하는 경향이 뚜릿하

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l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구 동

독 학생들의 83.2%가, 구 서독 학생들의 65.6%가 통일에 대해 찬성하였다 주

(s. n - 9 ) 동서독 학생의 통일에 대한 태도

(단위 : % )

구 동독 구 서독

매우 찬성

매우 반대

※ 출처: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184.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분단)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 동독

지역에서는 단지 7%가 찬성을) 77%가 거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구 서독지역

에서는 23%의 학생들이 찬성을 64%의 학생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34)

l995년 바이어(Beyer)의 조사에 의하면t 구 동독 청소년들은 사회주의 이념

자체에 대해서는 37%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 동독으로의 회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지 l.3%만이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35)

l99o년 이후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독일 주민들 역시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36) 1992년에는 73%(동독)와 66%(서독)의 주민이 찬성을T l995년에

는 각각 87%(동독)와 82%(서독)의 주민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통

일이 기쁜 일인가 아니면 염려스런 일인가 하는 질문에도 l994년에 동독 주민

의 5o%가> 95년에는 60-68%가 기쁜 사건이라고 응답하였다 출

34) 통일원, r독일 통일 3년 현황과 전망J, 1994, 228.

35) H.-J, Beyer, "Die Generation der Vereinigung", Aus Pot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32.

36) I. Spittmann, "Funf Jahre danach - Weviel Einheit brauchen wir?", Aus Potitik

und Zeitgeschichte, B38/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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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이후 상황에 대한 불만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찬성 입장에도 불구하고 구 동독 지역의 학생들과 주

민들은 통일이 기대했던 것만큼 기쁨을 가져다주진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2

등 국민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초기 큰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

문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실망은 무척 켰

다. l99l년에는 23%의 주민이 통일이 기쁨보다는 걱정을 가져왔다고 응답하

였는데 , l993년에는 27%로 증가하였다.37) 1995년 구 동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5주년 평가에서도 53%의 주민들이 기대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하였

다.38)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f 서로간의 의식의 장벽은 더 커지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992년의 조사에서 구 동독 학생들의 8o%가 자

신들을 "2등 국민計으로 평가하였다39). 1995년 독일의 슈피겔(Spiegel) 잡지의

조사에서도 구 동독 지역 주민의 72%가 자신을 "2등 국민計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27%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40) 1995년의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83%의 구 동독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찬성하지만, 6 7 %

가 동서독 사람들 사이의 의식 장벽이 성장하고 었다고 응답하였다.4l)

이러한 조사 결과는 동독 청소년과 주민들의 서독인들에 대한 마음의 벽이

통일 후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 준다. 통일 후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질감이 높아 가는 상황은 통일을 실질적으로 완성하

는 것이? 즉 완전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

나) 독일 학생들의 동 .서독관

통일 이전 l98o년대부터 통일 직후인 l99o년까지 구 동독 학생들은 구 서독

인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통일 직후까지만 해도

37) 통일원, r독일 통일 3년 현황과 전망J, 1994, 229.
38) Der Spiegel, 27/1995, 41.

39) Institut fur empihsche Psycho1ogie(Hrsg.), Die SelbstbewuRte Jugend-IBM-Studie
'92, Koln, 1992, 155.

40) Der Spiegel, 27/1995, 41.

41) Die Welt vo m 3.Jul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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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독 학생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구 서독의 체제를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우호적인 감정과 평가는 찾기

힘들게 되었다. 통일 과정에 대한 실망과, 인색하고 이기주의적이고 교만한 구

서독 시민에 대한 원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특히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구 동독의 사회보장제도가 훨씬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서독 지역 학생들은 서독의 체제를 구 동독과 비교하

여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 지역 학생

들은 구 동독의 체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4 .

(3. D - 1 0 ) 학생들의 동독과 서독에 대한 비교 평가

(단위 : % )

시독에 대한(동독과 비교하석) 서독ll동독에 대한(서독과 비교하여) 동독
구 분 .학생 들의 평가 학생들의 평가

좋다 l 같다 .나쁘다 l무응답 .. 좋다 l 같다 l나쁘다 l무응답
남녀 정등 37.2 | 21.4 | 9.2 32.2 ]] 29.6 | 32.2 | 20.8 | 17.4

표현의 자유
.

59.4 | 17.9 1 5.8 16.9 || 10.1 | 36.2 | 43.6 1 10.1

환경 보호 60.2 ! 18.0 ) 4.7 17.1 || 2.3 | 8.3 | 82.6 1 6.9

여행의 자유 59.5 | 23.0 1 3.2 14.2 |] 1.3 | 37.8 | 56.5 1 4.4
교육기 회의 균등 35.0 | 19.3 1 7.6 38.2 || 35.8 | 27.1 | 18.7

노t의 권리 21.0 j 23.1 | 19.4 47.6 | 27.4 | 8.1

법 앞의 평등 32.3 | 20.4 1 6.0 15.6 | 24.6
자유 선거 41.9 | 33.4 1 4.1 20.6 || 6.4

의료 보장 44.8 | 111 1 4.3 39.8 B 41.4

자유 경제 31.5 | 8.0 1 1.9 58.6 || 1.1

소수긴 의견.존중.l 27.3 JU17.5UL 47 50.5 || 24.2

x 출처: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187.

그러나 l994년 구 동독 학생들의 의식 조사에 의하면42)t 구 동독 학생들의

의식의 변화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구 동독 학생들은 자신들의 특성을 점

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 서독인들에 대해서는 비교

적 우호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의 눈에 의하면 서독인들은

42) P . Forster, W . Fnedhch, "Jugendliche in den neuen Bundeslandem", Aus Pot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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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 않고? 별로 똑똑하지 못하며t 신뢰성이 부족하면서도 자만감에

빠져있다는 것이다출

l992년과 비교해 볼 때, 모든 특성에서 서독인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t 친근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동독인들에 대한 친근감정과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여기서 구 동독 학생들의 자기출신에 대한 자기동일성이 강화되고 있고
)

서독인들과의 경계지움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통일 초기

구 서독 학생들의 우월 의식은 체제에 대한 우월 의식이고, 구 동독 학생들의

열등의식 역시 열등한 체제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

이 점은 구 동독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구 동독 주민들 역시 처음에는 자신과 구 동독 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

으나, 점차 구체제가 열등하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통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면서 의식이 변화된 것으

로 풀이된다 .

( s n - n ) 구 동독 주민의 동 .서독관

(단위 : % )

서독 근월 l . 9l 긴독 우월 l . 85
생활수준

동독 우월 l 2 동독 우월 . 8
서독 근를 L l3 서독 우월 . 4

범죄예방
동를 우월 . @ 동독 우월 . 88
서5 우월 .l io 서독 우월 l 3

남녀평등
동를 우월 ..l 67 동독 우월 . 87
서독.우월 . L 87 f 독 우월 . .. 63

학문과 기술
동독 우월 l 2 동독 우월 l 6
서독 우월. l l6 서독 우월 . 3

사회보장
동독 2 U _ U 65 .를른 우월 . .92
인독 우월 서독 근월 . ii

학교교육
동독 우월 동독 우월 l 64
서독. 우월 . L 할 서독 우월 l i2

직업교육
동독 우월 .l 33 동독 우월 . 7o
서독 우월 인를 우월 | 23

건강, 의료제도
동독 우월 를독 우월
서독 우월 서독 우월

주거문제
동독 우월

※ 출처: Spiegel, 27/199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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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학생들의 국가관

구 서독 학생들은 통일 전후 국가관에서 큰 변화를 찾기 힘들다. 자신들의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구 동독 학생들은

통일 초기 통일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으나? 점차 독일인이라는 의식

보다는 구 동독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l994년 구 동독 학생들의 의식 조사에 의하면T43) 약 83%의 학생들이 자신

을 독일 국민으로 의식하였다(그 가운데 42%는 무조건적으로). 학년이 낮을수

록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중산층 가정의 자녀

들일수록 통일 독일 국민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l992년에 비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통일 독일 국민이라는 의식을 갖는 학생의 비율은 약 5% 정도 감소했

다.

홍미 있는 사실은, 상당수 학생들이 를일 독일 국민의식과 구 동독 국민의

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 73%의 학생들이 자신을 독일국민이라는 점

과 구 동독 국민이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l992년에 비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구 동독 국민이라고 본 학생들은 l3%에서 34%로 오히려 증가

했다.

이 점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해당된다. 국가적 동일성에 대해서는 l99o년에

45%의 동독인이 통일국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l994년에는 2 8 %

로 줄어들었다. 반면 l99o년에 6l%의 구 동독인이 동독인이라기보다는 통일

독일인으로 의식하였으나f l992년에는 35%로 줄어들었다. 1993, 1994년에도

그 비을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일 독일 국민의식은 줄고, 동독 국민

의식은 늘어난 것이다.44)

통일 후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불안

요인과, 통일 과정에 대한 불만과 구 서독인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 등의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 동독에 대한 향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

43) ibid., 25.

44) I. Spittmann, "Funf Jahre danach - Wieviel Einheit brauchen wir?", Aus PoUtik
und Zeitgeschichte, B38/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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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T극우주의 에 가까운 국가주의(Nationalism)적인태도를 지닌학생은 전

체가운데 약l2.l5拓에 해당되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이,좌익보다는 우익
성향의 학생들이)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국가주의 성향을 보다많이나타
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인 태도는 통일 전인 l989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출

그러나 l99o년 급격히 증가하여 1992/93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후다시
감소추세를 보여l992년과 l994년을비교하면, U 40-50% 가량의 감소를 보

이고있다. l994년 이후에는 다시i989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극우
주의인 국가사회주의(나찌를)에 대한우호적인 태도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4.1992년에 24料에서 i994년에는 i6%로 감소했다

.

동서독 학생을 비교해보면) 국가주의적인 성향은 구서독 학생들보다는 구

동독 학생들이 강했다. l992년 사독일 국민인 사실이 자랑스럽다計라는 대답에
2 I %의 서독 학생들이 '대단히 그렇다. 라고 대답한 반면> 구동독 학생들은
25%q1 달했다. 반면? 유럽통합에 대한찬성에서 52%의 서독 학생들이 찬성한
반면, 구동독학생들은 3l%만이 찬성했다

구

라)동서독 학생들의 의식비교
통일 이후 구 동독학생들의 의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변화가 있

음을 확인할 수있다. 먼저구동독학생들은 통일초기통일에 대하여 기본
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구동독의 체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서독식의 새로운 체제에 자신을 등일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통일의 진행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동서독의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 는
현상이 나타나자 통일자체에 대하여 점차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국민
의식과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사고 역시점차부정적인 경향이 강하게 되었
4 . 통일에 대한 찬성에도 불구하고 점차 통일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때문에 구동독지역학생들은 통일초기 부적
응 양상을 보이는 등혹독한 통일후유증을 경험하게 되었다

會

반면? 구서독지역학생들은 통일전후그다지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출

통일이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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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적응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관련 의식에 있

어서 통일 전후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 구

2)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의 부적응과 갈등 양상

통일 전 동 .서독인들은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와 의식의 이질성은 동 .서독인들

의 내적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서로 다른 체제가 하나

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낳았

다. 더불어 통일 후 제기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은 정신적인 충격* 개

인적 실망, 상호불신 등을 낳았다. 특히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은 통일 초기에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출

구 동독의 청소년들은 1970, 80년대 서로 다른 세 가지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았다. 즉,그들은 공적인 생활T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 그리고 Tv에 비춰진

서구 세계를 경험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구 동독 체제에 의례적

행위로서 순응하며 살았지만T 내적으로는 또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세계를 Tv로 접했다고 해서, 그들이 민주사회

의 다원적인 가치와f 행동방식) 의사표현 등에 익숙해진 것은 아니다. 민주적

인 사고와 행동은 그들의 교육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독의 부

모들이 자녀교육에서 독자성과 비판능력을 강조하였다면, 구 동독 부모들은

순종, 질서? 명예 같은 것들을 덕목으로 가르쳤다.45)

가치와 행동에서의 이중성은 구 동독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구 동독 시민운동가 클리어(Klier)는 말하기를 "교사? 학부모? 학생

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키워졌다.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그들의 실제

적인 비참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환영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회상하

고 있다.46) 가르치는 것과 실제적 생활의 괴리와 모순은 학생들의 가치관을

45) D . Sturzbecher, K . Kalb, "Elterliche Erziehungsziele in der ehemaligen D D R und
der alten Bundesrepublik", Psychologie in Erziebmg und Unterricbt, 40(1993),
143-147.

46) K .Freya, 료fg Vaterland, Munche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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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하고? 이중적인 삶을 강요하고f 정신분열증 환자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準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그들에게 구 서독의 청소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

을 정도로 큰 기쁨과 해방과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통일에 지

나친 기대를 걸게 된 것도 구 동독 시대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통일 이후 서독의 것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서독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꿈도 곧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출

구 동독 학교는 구 서독 학교와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구 동독의 학교는 철저히 학습학교(Lernschule)로서 교사가 전달한 지

식을 학생들은 단지 복습하는 것에 열중하였다. 반면, 독자적인 작업수행과 의

사소통 능력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 교육방법 면에서도 교사가 중심이 되

는 엄격한 교화와 훈육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의 교육 통제는 권위

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낳았다. 교사중심.강의중심의 수업 아래서

학생들은 복종심을 함양하고, 엄격히 훈육되었다
.

그 결과 학생들은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f 진실성이 결여되고, 무책

임하고, 무능력하게 되었다. 때문에 통일 이후 서독식의 자율적.아동중심적 수

업에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고f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47) 학생들의 적응

상의 어려움은 일부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학생들의 폭력은 가치혼란과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도 원인을 제공하였지만T 보다 중요한 것은 학급 내 집단주

의적인 가치관 소멸과, 과도한 학업 성취 능력의 요구, 학교에서의 자유시간의

철폐 등에서f 즉 새로운 학교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데서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

였다. 교사들도 새로운 학교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수많은 과제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사회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

서?교사들이 제공하는 지식에 대한 깊은 불신이 학생들 가운데 자리잡고 있

었기 때문이다."48) 단지 소수의 교사들만이 수업에서 문제가 있을 때t학생들

47) F.Poggeler, Bildungsumort im vereinten Deutschtand, Frankfurt, 1992, l7.

48) M . Papst, D . Schuster, "Jugend-Gewalt in Sachsen Anhalt. Ergebnisse eines

Forschungs und Bildungsprojekts", Aus PoUtik und Zeitgeschichte, B 2-3/199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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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출

특별히 구 동독 학생들은 통일후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출

학생들은 지금까지 옳다고 확신하였던 가치들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

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성스럽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가르쳐졌던

이념들이 왜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으로 변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왜이

전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4o년 동

안 존속하였던 체제가 영구히 실패한 실험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여러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구동독학생들

의 부적응 표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卷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능하면 신속히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그들은 직장생활에서 성공하고 높은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였다 출

물른 그들이 그렇다고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한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적응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고, 따라서 완전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等

둘째? 적응과정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더이상통용되지 못할때,적

지 않은 학생들이 좌절에 빠졌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

지면서 학생들은 점차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되었다. l993년 드레스덴

(Dresden) 공과대학생들을 조사한 바에따르면? U 22.3%의 대학생들이 구 공

산당의 후예정당인 독일사회당(pDs)을 지지한다고 밝했다. 특별히 이러한 회

귀현상은 열등학생 등미래에 대한전망이 밝지않은학생들에게서 눈에띄게

나타났다. 비록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일을 찬성하지만? 여전히 40-60%에 달하

는 상당수의 구 동독 학생들이 구 동독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고 조사되었

다.49)

셋제?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의 좌절은 폭력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으로 인한

폭력성은 구 동독의 학생들이 구 서독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49) Bundesministenm fiir Frauen und Jugend, Zur Lage der Jugend in Ost- und
Westdeutschland. Bonn, 199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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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5l.9%의 청소년들이 폭력을 자신들의 이해를 관

철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5o) 구 동독 학생들

의 폭력성은 특별히 외국인에게로 향하였다. l992년에는 단지 2.2%만이 외국

인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한 반면t l993년에는 외국인 적대감이

훨씬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성과 외국인 적대감정은 극우주의 성향

의 표현이다. 비록 조직적이거나 이념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구 서독 학생

들에 비해 극우주의 성향이 두드러졌다
今

l99o년 통일 직후 대부분의 구 동독 학생들은 분명 적응 상에 있어 많은 문

제점을 갖게 되었다. 방향상실감) 행동의 불안정, 적대감, 편견, 공격성과 폭력

등으로 부적응이 표출되었다. 특별히 1992/93년은 외국인 적대감, 극우주의 등

수많은 부정적인 양상이 강하게 표출된 해였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의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높은 실업률에 따라 미래에 대

한 전망이 불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극우주의 같

은 현상들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이점은 구 동독 학생들이 새로운 사회체제

에 점차 잘 적응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특별히 이점은 구 동독의 학생들이

구 서독의 학생들보다 폭력적이고T 외국인에 적대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이z f

극우주의적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할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은 변혁과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

위의 해석을 됫받침해주듯이? l992년에는 약 42%의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

해 나쁜 감정을 가졌으나) l994년에는 25%로 줄어들었다. 반면? l992년에는

l7%의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졌으나, l994년에는 28%로 증가했

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호적이었고T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과의 우호적인 접촉도 l992년 2o%에

서 l994년에는 38%로 높아졌다. 더불어 반유대주의적인 성향도 l992년 l7%

에서 l994년에는 l2%로 감소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다. 다원

화된 사회에서 점차 다양한 의견을 소유하게 되었다
.

50) L.Bohnisch, u.a., GeseUungsstudie, Dresden, 199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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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의 부적응 및 갈등의 원인

가) 이해의 차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에서의 성장은 동서독 학생들의

가치관의 차이 뿐 아니라; 동일 대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낳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권리와 특성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l992년의 조사를 보면, 동서독 학생들의 이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

적으로 구 서독의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을 자유권이 보장되

는 사회로 이해하고 있다면t 구 동독의 학생들은 평등권에 우선을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에서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대답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점은 동일 대상에 대한 이와 같은 상이한 이

해가 의사소통의 문제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따라서 내적 통합을 저해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n - i 2 ) 동서독 학생의 민주주의 이해

(단위 : 拓)

구 분 서독 l 동독 . 전체

의사표현의 자유 . 93.7 95.8 | 94.7

자유 선거

여행의 자유 77.5 | 68.5 | . 73.4

자유 경제 질서

소수 보호

법 앞의 평등 84.7 | 86.8

교육기 회의 균등

남녀 평등

근로권 74.4 | 86.7 1 80.1

국가의 의료 보장

x 출처: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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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사례로 l993년에 렌로(Lenz)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서독 학생

들 상호간의 이해의 차이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및 동독 생활에서

州사회적 확실성이 크다計라는 질문에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은 84.2料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서독학생들은 47,6料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시각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Z L

밖의 문항에서도 동서독 학생들의 이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

( a n - i 3 ) 동서독 학생의 구 동독 생활에 대한 이해

(단위 : 拓)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활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63.2 | 31.8

인생이 지루하다

감시가 심하다

사회적 확실성이 크다

자신의 창의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자신이 어디에 적합한지를 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다

질투와 경쟁이 없다

너무 통제되었다

순응하는 사람은 잘 산다 72.5 | 79.2

서로 서로 돕는다

생각과 말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70.1 | 66.7

정치가를 믿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좋은 사회다 40.0 | 59.4

자신이 감금되었다고 느편다

성인에게 좋은 사회가 아니다 32.4 | 44.8

※ 출처: Lenz, 199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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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수준의 차이

통일 이후 양지역의 경제적 차이와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양지역

주민들과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요인이 되었다 燎

구동독국민들이 독일의 통일을 찬성했던 가장중요한 원인은 자신들도 서

독인들과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여행의 자유,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선거등서독체제가 갖고있는여러장점을 몸소체험하였지

만,그들의 보다중요한 관심은 경제적인 부를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경제적 부가기대만큼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이 증가하게 되자?

동서독의 경제적 평등 문제는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다. l995년 구 동독 근 로

자의평균 임금은 통일이후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서독지역 근 로

자의 74% 수준에 있었고t 실업률은 구 서독 지역이 8.3%인데 반해t 구 동독

지역은 i4%에 달하였다.5l)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불균형은 서독 시민을 "l등

국민"으로, 동독 시민들을 "2등 국민計으로 나누고) 서로 별시하고 미워하도록

이끌어, 동서독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있어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다를 통

일이 된 지 5년이 지난 후인l996년의 조사에서도 구 동독 주민의 料이여전

히자신들을 u2등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2)

l993'd Die Zeit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동.서독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동.서독인들 간의 의사소통의 근본적 장애요인이다計라는 물음에 77%의 구

동독 주민들이 暇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53)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동서독의 생

활수준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주요 원인과 책임을? 서독 지역 주민

들은 구 동독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통일 파생 문제점으로 보는 반면, 구

동독 지역주민들은 그 책임을 서독 주민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뚜렷한 시각의

차이이다.54)

51) Weidenfeld, W., Korte, K.-R.,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1996, 781f.

52) ibid., 253.

53) 통일원, r독일 통일 3년 현황과 전망J, 1994, 300.
54) Weidenfeld, W., Korte, K.-R.,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1996,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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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격과 기질의 차이

동서독 주민들과 학생들의 가치관, 행동방식? 생활습관을 규정하는 특성과

기질 역시 양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생시키고, t우리t 의

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l994년의 동 .서독인들의 특성에 대한 자기 평가에 의하면) 동 .서독인들의

차이점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55) 분단 이후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성장한 두 국민들은 특성과 기질에서 예상대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3. n - i 4 ) 동서독 주민의 성격과 기질의 차이

구 분 동독인 서독인

사회성이 뛰어남 친인秊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함 .타인의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음
인성

.협동심이 강함 .협동심이 약함
특징

. 친근하고 사교적임 ,사교적 이지 못함

.타인을 걱정함 .타인의 일로 걱정하지 않음

릿겸손한 동독인
肺

"거만함 서독인
料

.자기 스스로를 자주 비난함 .자신에 대해 거의 비난하지 않음

.자신에 대해 불만족함 .자신에 대해 만족함

자존감 l.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비해 주위로.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비해 주위로부터
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느낌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음

.자신의 작업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 .성취지향적이고 자신의 작업수행능력을.
함 높이 평가하지 않음

연약함 강인함

.주변환경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함 l.주변환경요인에 별로 민감하지 않음

.자신의 감정상태를 잘 통제하지 못..자신의 감정상태를 잘 통제함
성격 및

함 .자신의 내적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하.
태도

.자신의 내적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지 않음
함 .억압되고 있다는 느낌을 별로 갖지 않.

.억압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가짐. 음

臺련됨 를에 읽매이지 많고 린교적 자유분방항

자기 l.규칙적이고 정돈된 생활 방식 .비교적 품행이 방정하지 못함

평가 l.노력을 많이함 .별료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돈 관리를 잘함 .돈 관리를 잘 하지 못함

x 출처: E . Brahler, H.-E. Richter, 1995, 15-16.

55) E .Brahler, H.-E. Richter, "Deutsche Befmdlichkeiten im Ost-West-Vergleich", 초us

Potitik un d Zeitgeschichte, B40-41/199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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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교육의 필요성

l989년 구 동독의 붕괴는 민주주의, 인권, 다원주의, 법치국가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 정치적 구조는 해체

되었고> 경제체제는 붕괴되었으며> 여러 사회적인 제도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

다. 더불어 독일과 유럽의 통합과정, 소련의 붕괴> 전세계에서의 독립운동 등

국제정치적인 변화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출

통일과정에서 전개된 정치> 경제t 사회의 변화 상황에서 학생들은 적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t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로 대두되었다. 특히 구 동독의 학생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

고, 자기동일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뒤바뀐 민

주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 지 많은 걱정을 하였다출 r l

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많은 경우 혼자서 문제 해결 가

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있다. 부모나 교사 등 기성세대 역시 가치 혼란과

방향 상실 등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 동독 학생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어떻게 하면 구 동독 학생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올바른 방

향을 찾고>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이 제

시되었다. 첫째는, 사반 파시즘 요법計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극우주의 성향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 구 동독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정권이 나찌 시대의 파시를 정권에 대

항하여 반 파시즘을 강조하면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구 동독의 반파시즘 정책

과 혼동하게 하였고, 따라서 파시즘 개념이 구 동독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초

래하였기 때문이 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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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안은 "적응 전략計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 동독 학생들이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적이고 다원주의 체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주 과제가 되었다 출

통일 후 독일의 통일교육은 모든 주에서 서독식의 정치교육으로 실시되었

다.구 동독의 "국가시민計 교과와 이념교육은 폐지되었다. 각 주는 고유한 교

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 전인

l978년 주 문교부장관회의에서 만들었던 통일교육기본지침은 통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주에서 만든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이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과서 개발에 지침을 제공하였다.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의 통일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루

어지고 있다 .

독일에서는 교육의 권한이 주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육 역시 주 정부

의 책임 아래 수행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대표적인 주를 선택하며 살펴보면
.

통일 후의 구 동독 지역의 통일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

동독 지역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를 사례로 통일교육이 어떻게 실

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56) 브란덴부르크 주는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의

6개 주를 선도하는 주로서 인정받고 있어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브란

덴부르크 주는 통일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 아래 수

행하였다 출

다. 통일교육의 목적

브란덴부르크 주는 정치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찰

"정치교육計은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적인 의견

56) Ministerium fii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Hrsg.),
vor淸硝z를r Rahmenplan des Landes Brandenburg: Polit心che Bildung, Potsdam,
l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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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그리고 정치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관철시킬 수 있

는 능력과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목적으로 하고있다. 州정치교육"은 관용, 책
임성, 비판능력) 타인의 개인성에 대한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이념적인
교화를 배제한다. "정치교육"은 단순한 민주사회에 대한지식전달차원이 아

니라,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兆정치교육"은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원칙) 인권, 계몽

이념을 지향한다. 暇정치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복잡한 사회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을수 있도록 하는것을목적으로 한다. "정치교육計은 학생

들이복잡한 세계를 파악하고? 사물관련지식과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능력을 함양하는 수업과정이다. 지식과

인식의 전수는 한편으로는 판단능력과 결정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한편
으 로 는 관용) 협동) 결속력? 갈등해결 등의사회적 행동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이다. 정치적 입장과 행동방식의 함양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요소이 다.

정치교육의 목적을 교수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면>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

고하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T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식? 능력t 자질t 통찰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o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삶에서 올바른 길을찾고? 지배관계의
의미,목적, 필요성, 강요등을묻고, 그안에숨겨진 이해와 규범과 가치
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능력과 의지

o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지배관계 및겯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묻고) 이해하고t 이용하고? 만들어 가
는 능력과 의지

o 대화와 의사소통이 민주사회>민주정치> 민주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임을 아는 것

o 정치적인 대안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립을 해결하

초_ 상이한 집단에서 함께 일하고, 그와관계되는 어려움을 인내하는 능

력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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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아실현? 자을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회적인 책임아래서 계획하고, 자신

의고유한 권리와 이해를 표현하
..고) 동시에 타인과 사회의 이해를 인식

하고 때로는 그것에 우선권을 두는능력과 의지
o 다른사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존중하..츠L> 불평등한 대점을 받는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며, 전세계적인 문제에 대해개인적인 책임을 느끼는 능력
과 자세

o 개인적으로 또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찰의
조건에 대한책임을 지려는 능력과 자세

o 노동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존립근거요 자아실현과 정치적인 참여의 요
인으로 파악하고T 작업세계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참여하려는 자세
와 능력

라.통일교육의 내용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의 학습영 역은 4가지로 구성된다: 사회. 경제.
민주주의 - 하나의 세계. 이네 가지 영역은 정치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조직
체계가 된다. 위네영역은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아래
있다.

l) 학습영역 :사회

위 영역에서는 무엇보다사회구조와 사회변혁이 사회문제를 다루는 배경
이 된다. 이 영역의 주요 내용들로는 계층과 계급, 사회화와 개인화, 규범과
가치, 집단과 제도? 정치 문화) 성(性)과 세대

f 변혁 상황에서의 동일성 발견)
정치사회화, 민주주의 학습등이해당된다.

리 학습영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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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에서는 특별히 경제행위의 구조와 과정이 중심이 된다. 주요내용

들로는 구조정책f 경기정책? 분배정책) 경쟁적 경제체제? 기술정책과 환경정책t
직업세계와 작업세계 등이다

會

3) 학습영역 : 민주주의

이영역에서는 정치체제의 국내적 질서f 정치참여의 과정이 중점을 이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헌법t 정치적인 의지형성) 민주적인 참
여와영향력 행사, 이념과 지배관계, 민주적인 체제와 권위적인 체제 등이다.

4) 학습영역 :하나의 세계

이영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국외적이고 세계적인 문제
를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화와 안전정책J 독일과 유럽? 동서갈등의 결과,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관계> 세계경제질서, 문화적인 다양성 등이다.
위 과제영역을 구성하는 데있어서는 위에서 제시한 교육목표 외에도 暇사회

적인핵심문제(gesellschaftliches Schlusselproblem)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u핵심문제기들로는

o 전쟁, 평화? 평화보장(시민전쟁, 무기감축, 무장감시, U] 3UM, 민족이 해
등)

o 자연적인 삶의기초에 대한안전보장(삶의 기초파괴? 이해관계 갈등> 생

태인으로 책임지는 경제질서)

o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찬계(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생태적 결과의 간

극차이, 하나의 세계로서의 여러사회에 대한이해)

o 여러 상이한 문화와 민족의 더불어 사는삶(복합문화적인 사회, 극우주
의) 극좌주의 )인간화) 인권? 관용)? 사회와 사회적인 집단의 존렴과 동일
성상실(변혁 상황의 사회적 영향? 민주적인 착점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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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결정과정의 점진적인 복잡성과 권력구

조 문제(민주적인 결정, 민주적인 통제> 민주주의 학습)

o 정보 독점과 데이터 독점에 대한 정치적 통제(정보공학과 대중매체로 인

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동일성의 위태)

o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자본주의 건설, 노동과 소외) 효율성과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책임

마. 통일교육의 방법적 원칙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부는 통일교육 교육과정 안에 통일교육의 방법적 원칙

도 제시하고 있다. 방법적 원칙은 정치교육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구안하는 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구 동독에서 사용되었던 교화 중심

의 방범은 지양되고, 구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활용되었던 방법적 원칙들이 수

용되어 제안되고 있다 .

l) 학생 지향성과 생활 지향성

학생 지향적이고 생활 지향적인 원칙이란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과

관심을 중심으로 수업이 구성되고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문제, 갈등을 주제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불

러일으키고, 학생들이 수업의 계획과 진행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

2) 행위지향성

행위지향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

다. 사고와 행위, 직접적인 경험이 여기서는 접한 관련을 맺는다. 독자적인

관찰, 비교, 탐구, 구상, 시도, 실험, 기록, 독자적 표현, 숙고, 변화, 생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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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수업시간에 기대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출

3) 문제지 향성

문제지향성의 원칙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에 의해 규정된 문제들이다. 문제지향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

식과 사실을 되묻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도록 하고, 관련성

을 해명하도록 하고T 해결책을 찾고? 그것에 따라 시도해보게 하고? 모순과 문

제점을 발견하여 그것과 논쟁하도록 고무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제지향적인

과제 설정은 학생들에게 독자적인 사고와 작업을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의 창

조적인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교사의 역할

은 문제를 제시하고, 논점과 모순을 극대화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은 절제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돕는 것에

국한된다 출

4 ) 상충성과 다면성

상충성과 다면성의 원칙은 어떤 대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제시하

고) 타협과 의견일치와 다른 의견에 대해 존중(관용)하는 자세를 촉진시킨다 출

여기서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상충되는 여러 관점들과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이다 會

5 ) 범례적 학습

범례적 학습 원칙은 수많은 교육내용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사례로

뽑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는 유사한 경우의 문제들을 보고, 해결할

수 었는 지침이 된다. 범례적 학습은 동시에 문제중심적이고 학생중심적인 측

면들 가운데 중점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理



6 ) 수업에서의 상호협력 원칙

수업에 관련되는 모든 요인들은 상호 협력적으로 움직여져야 한다. 여기에

는 상호 비판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열련 신뢰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의

형성이 그 전제조건이 된다
幣

바. 통일교육 수업 방법

통일교육의 방법적 원칙은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이끌어 내는 원칙으로 작용

한다. 브란덴주르크 주 교육부는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래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치교육을 수행하는 방범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보다 주안점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여타의 교과들

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따라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는 것이 중요하다 .

l ) 토 른

토론, 논쟁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인내력? 의사표현력을 키워주는데 효

과적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대화는 민주적인 사고를 키

우는데 중요하다 .

2 ) 문제연구

어떤 주제나 과제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있어서 문제

연구는 효과적이다. 문제제기, 가설설정, 정보수집, 자료분석, 가설 검증, 대안

적 해결방법에 대한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술적이고 분석적

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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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례연구

문제연구 가운데 하나의 특별한 형태가 사례 연구이다. 현대사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사례나t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사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문제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사례연구방법은 학생들의 뛰어난 판단능력과 결정능력을 요구한다 .

4 )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수업t 개별적 프로젝트f 프로젝트 주간 등의 여러 형태의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방법이다龜 프 로

젝트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한 문제 설정>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계획>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작업)

결과의 검증 출

위에서 제시된 통일교육의 방법적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들은 통일 후 브란

덴부르크 주의 학교통일교육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서독식의 학생이 중심이

되고f 토른이 중심이 되고t 프로젝트나 사례 수업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는 수업은 처음에는 매우 낮선 것으로 여겨졌다. 교사들 역시 새로

운 교육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동독 지역

에도 점차 확산되고 토론 문화가 활발해지면서t 그리고 교사들의 재교육과 점

진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위에서 제시된 교육방법들이 새로운 통일교육방범적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 외에도 교사

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자유롭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고 )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각자 개발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燎

사. 통일교육과정 기본계 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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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덴부르크 주는 위와 같은 정치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

정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다.57) 기본계획안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 n - i 5 )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구조

학년 l 사회 경제 민주주의 하나의 세계

.청소년집 단 .시장경제와 광고 .조종과참여사이의 학교l .개발과 저개발의

.소수집단에 대한 ,소비행태 .법치국가의 특징 문제점

편견 .일자리 와 실직 ,정당과 시민운동의 .자연의 착취

.오씨스.베씨스 .사회보장제도 기능 .환경보를 위한 세계
7/8

.여가 이용 .노동단체 .구 동독체제의 목표와 l 협력의 필요성
학년

.중독의 위험 ,독일통일의 경제적 결과. 현실 .유럽통합의 문제

.교통정 책 .의회 민주주의 제도

.시민과 대중매체

.직업선택 .선진사회 의 생태적 .학교생활의 갈등 .안전보장 정책

.공동체적 삶 구조변화 .정치선거 .유럽톨합과정의

.중독과 마약 .동독 경제적 변혁의 ,극단주의와 폭력 문제점

.구 동독의 구조변혁 문제점 .통일전후시민운동의 l.전세계적 상호협력의
9/lo

.인권으로서의 거주 .사회적 시장경제 역할 가능성과 난점
학년

.노동시장 .대중매체의 영향 .부국과 빈국사이

.작업세계에서 의 .국가적 권력구조의 문제의 상호관련성
이해관계와 갈등 형태와 영향

.생태적 성장

.동독과 서독에서의 .청소년과 소비행태 .제4권력으로서 .진보의 변증법

사회화 .현대산업사회 에서의 대중매체 .환경보존을 위한
l l

.외국인적 대감과 일자리 .민주주의 모텔 비교 국제 협력의 필요성
학년

극우주의 .브란덴부르크 주 .미래의 공장 ,종교

.청소년 범죄 산업화와 구조변화

.독일에 서의 사회적 .독일의 경제정책 ..정치참여와 시민운.동 ..동서대결의 종료와
불평등 ,선진산업사회의 생태적 ..학교법, 지방법, 기본법 l 국가주의 추세의강화

l2
.교육제도와 기회균등 . 구조변화 .통일조약과 그영향 ..제3세계

학년
.소수민족의 존립문제 l.석탄과 기타에너지원 .세계문제 해결에서

첨단기술의 역할

.사회주의 정책 j.2o세기 경제정책과 .파시즘과사회주의 비z. .쿠바위기와 냉전

.나찌시대의 인종정책 . 경제이른 .바이마르공화국과 독일. ,동유럽의 역사와
l3 .바이마르 공화국 l.2o세기 경제발전과과학 . 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 후기사회주의의 미래
학년 시대의 여성노동자의 ..개인과 국가의 비교 .아프리카의 역사

생활 경제행위 .i9鱗년 이후독일의 분j
단과 통일

57)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4를 참조하기 바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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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살펴볼 때?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서독지역의 정치교육과정의 기본 형태가 도입되어 동독지역의 정치교육과정

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교육 전반에 걸쳐 서독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점은

정치교육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t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정치교육

(통일교육)은 서독지역의 정치교육(통일교육)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이다. 이와 함께 구 동독에서 행해겼던 이데올로기 교육은 완전히 사라졌다 會

둘째t 통일교육이 정치교육의 형태를 띠면서 그 목적 역시 민주적 사고와 태

도의 형성 등 민주시민교육에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그럼에도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의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통일 이후의 문제점? 예를 들어, 동

서독간의 차이, 동독 지역의 상황 등의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

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을 시도하였다는 점

올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그러나 통일 직후 사회문제가 되었던 동서독의 의

식의 갈등과 구 동독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부적응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

지는 못하고 있고, 그 해결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

다. 문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의 결여와 적절한 대책의 부재는 결국

통일 ll년이 지나도 아직도 의식 통합 문제 등 통일후유증을 해결하지 못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t 위 교육과정기본계회안은 스 스 로

를 "잠정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f

구 동독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통일교육과정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제시

되고 있다출

아. 통일교육 담당 교원

통일 직후 구 동독지역의 각 주는 서독식의 교육제도와 함께 교원임용제도

를 도입하였다. 서독식의 교원임용제도는 다단계로 교원의 자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교원 지망생들은 4.5년간의 대학학업을 마치면 1

i차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하고) 그것에 합격하면 2년간의 교원연수과정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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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을 통해 교수능력이 검증되면 2차 교원임출고사를 치러 최종 합격하

면 교원으로 발령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교원지망생이 교원이 되려면 최소

한 7.8년이란 기간이 소요된다 차

구 동독 지역의 각 주는 정치교육과 같이 이념적인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는

새로운 교원임용제도에 따라 교육과 연수를 받은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근본

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구 동독 시절 "국가시민" 교과는 서독식의 야정치교

육計교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고, 학생들은 u국가시민計 교과 담당 교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사 양성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

에, 구 동독 지역의 각 주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 "정치교육計 교과는 1991/92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

교에서, 1992/93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인 김나지움 상급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a정치교육" 교과를 가르칠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인정

치교육"에 대한 정보부족과 교사부족,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교사

.학생 관계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인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자질 부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잠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실행되었다. 첫째로? a정치교

육기교과 교사는 처음에 모두 타 전공 교사들에 의해 잠정적인 수업 허가 아

래서 이루어졌다. 정치교육 교사들은 성격상 이념시비를 받는 주요 대상이 되

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의 일부는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연구소에서 3년간의

추가 교육을 받았다. 친째, 일부 교사들은 베를린 자유 대학에서 2년간의 별도

의 교육을 받았다. 넷째, 또 다른 부류의 교사들은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연구

소에서 여러 날에 걸쳐 교사 재교육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

이러한 잠정적인 조치는 물른 당시 신황을 살펴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

었지만f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교육과정기본계획

안이 통일문제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이미 구

동독의 이념교육에 질린 상황에서, 새로운 이념교육인 정치교육을 담당할 교

사들 조차도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념교육과 같이 가치가 개입된 교과를

교사들이 신념을 갖고 가르칠 수 없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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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찾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들 때

문에)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퀸델(W. Kunzel) 박

사는 구 동독지역에서 정치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하

고? 학생들의 성장배경 및 동독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살피고 계획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58)

4 . 통일 전후 동서독 학교통일교육 비교

가. 통일전 동서독 학교통일교육 비교

l) 학교통일교육정 책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행하였다. 서독의 통

일교육은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동방정

책 이전에는 서독체제에 대한 우월감과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

루었으나t 동방정책 이후에는 동독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매개하고* 양

체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평화와

민주T 자결의 이념 아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어 넣어

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독은 통일교육기본지침을

정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燎

반면) 동독 통일교육의 기본 정책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그 이념의 현실태인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희

생 헌신하고?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이념과 논쟁하고? 궁극적으

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

點) 구 동독 출신 천필 박사와의 면담은 2關o년 5월 l7일 포츠담에 있는 브란덴부르

크 주 정치교육본부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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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통일교육의 목적

서독 학교통일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

으키고,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

적 이해를 갖추도록 하여t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구

반면, 동독 통일교육의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마르크스.레닌주

의 정당 정책을 주입시키고? 학생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키우고, 학생들로 하

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이상? 사회주의적 애국주

의T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일깨워,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동독 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완성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

이었다.

3 )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서독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동독에 대한 객관적 소개, 자본주의와 사회주

의 체제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비교, 국제정세?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

관 형성 등이 주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출

반면, 동독에서는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절 형성과정,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동독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마르크스.레닌주의 이

념?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등을 주 내용으로 가르쳤다 .

4 ) 학교통일교육의 방법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개f 비교, 체험 학습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양 체제를 비교하고? 어떤 체제가 우월하고 통

일 후 어떤 체제를 지향하여야 하는 지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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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특정이념을 강조하기보다는 토론수업이 강조되었다 출

반면)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방적 우월성을 학생들에게 교화

(Indoktrination)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 비록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방법으

로서 논쟁과 증명등이강조되기는 하였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주의

이념을 체득하는 것에모아졌다. 자유로운 토론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판단과 입장을 강조하였던 서독의 교육방법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중 인격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학생들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생각과T 내면적인 진실된 생각이

서로 다른 이중적 사고와 가치관을 갖게되었다 출

5) 학교통일교육의 특징

서독의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서독의 통일

교육은 분단직후에는 상대방의 체제를 비난하거나 자기체제의 우월성을 강

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나t l97o년대 이후 동방정책과 함께냉전적 구도에

서탈피하여 평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교육으로 전환된다. 이와함께통

일관련 교육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학생들에게 매개하는 교육이 강조되는 변화를 맞게된다. 그리고 서독의 통일

교육은 통일이 올것을예측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교육은 아

니었다, 그러나 서독은 학생들의 통일의식과 통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꾸준

히실시하였다. 이점은통일이후여러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통일 이후

의 평화공존에 크게 기여하였다 .

반면, 동독의 경우에는 통일교육의 모습이 서독과는 다르게 전개되었다출 동

독에서는 분단 이후 구 동독이 붕괴될 때까지 일관되게 체제를 옹호하고 처1

제를 유지하기 위한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제국주의로 몰아세워후진성과 문제점을 강조하고T 마르크

스.레닌주의 이념을 세뇌시키는 교육이 행해졌다. 이러한 교육은 민주적인 를를

식의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먼교육이었다. 이렇게 볼때*구동독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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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교육은 사실상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이었다고 M71 어렵다.서독의

교육에서보다는 동서독 관련교육이 많은비중을 차지하나, Z L 내용상에 있어
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상

대방을 비난하는 것에치중하였다
출

나.통일전후 독일학교통일교육 비교

l) 통일전후 서독 학교통일교육

독일 통일은 구동독의 붕괴와 함께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동독이
편입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통일전후서독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f

문화, 교육은 큰 변화를 찾기어렵다. 반면? 구동독지역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정치i 경제등사회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출

모든교육제도와 마찬가지로 서독지역의 통일교육 역시통일 전후 거의 변
화가 없었다. 통일 이전과 같이통일이후에도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안에서 이루어졌다. 통일교육의 비중역시구서독때와큰 차이가 없다.
단지, 통일 이전에는 동독체제와 통일정책을 가르치고 통일의식과 의지를 심

어주는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통일이후에는 통일문제(갈등 및후유증)와
국민통합이 주요주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

2 ) 통일전후 동독 학교통일교육

반면, 구동독지역의 통일교육은 통일전후큰변화를 맞게 되었다. 통일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교

육으로 일관하였으나? 통일이후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르치고 민
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뒤바절 것이다. 사회주의 가치관? 세계관t 역
사관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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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뒤바뀌었다. 이제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형태

에서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는 동서독은 통일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

났다.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통일은 서독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체

제와 이전의 정치교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순기능으

로 작용하였다. 반면, 동독 지역 학생들에게는 자기부정 및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경 요인 때문에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서독

식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출

이러한 요인들은 통일 초기 학생들의 부적응과 폭력문제를 초래하였다 燎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구 동독이 붕괴된 직후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출 r L

리고 독일 통일이 만약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구 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

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신속히 전개되면서T 구 동독의 교육정책가들은 시간

을 두고 통일교육과정을 개발할 여지가 없었다. 결국 서독식 교육과정을 수용

하는데 급급하였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상황에 적합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통일 ll년이 지난 오늘 통일 문제점이 여전히 존

재하는 상황에서 구 동독 지역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

하고 그것을 기초로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주요 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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麗. 통일 전후 동서독 사회통일교육 운영 실태

통일 전 독일의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자세히 다루었고, 본 장에서는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제도와 프료그램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하겠다 .

l.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가. 사회통일교육 개요

사회통일교육은 성장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말한다. 기성세대는 이미 정규 학교교육을 이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통일

교육은 성인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

통일 전 서독에서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정치교육 또

는 민주시민교육이란 차원에서 폭 넓게 이루어졌다. 원래 서독에서의 정치교

육은 나찌즘(Nazism)을 극복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

다. 민주주의 기반이 약한 것이 제 lT2차 세계대전과 나찌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서독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l952년 내무성 장관령으로 "향토

봉사를 위한 연방본부(Bundeszentrale ftir Heimatdienst)計를 설치하였다. l963

년에는 명칭을 暇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tir politische Bildung)거로

바꾸고, 66년 9월에는 r연방정치교육법J 을 제정, 시행하였다 .

통일 전 서독에서의 사회통일교육은 정치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특별히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가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연방정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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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부는 관련기관인 ll개의 주 정치교육본부(Landeszentrale fiir politische

Bildung)와 함께 통일교육을 주도해 나갔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연방 내무성

산하 기관이지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별도의 설치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으며, 그 기능상 성인 정치교육기관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었다. ll개의 주 정치교육본부와는 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t 수

백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 및 지원하였다. 전독연구소도

내독성 산하기관으로서 통일교육을 담당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정치교육 재

단과 수많은 사설 정치교육기관들 역시 사회통일교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

다.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정치교육이

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정치교육) 경제교육? 사회교육) 법교육t 국제이

해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었다. 민

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바탕에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통일교

육의 주 목적이었다. 주요 통일교육내용으로는 동독에 대한 이해, 동서독 체제

비교T 동구권과 서유럽의 갈등) 국제정세 등이었다. 교육방법면에서도 성인들

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주된 방법이었다 .

나. 사회 통일교육 담당기관

통일 전 서독에서는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더불어 정당의 재단, 사설 정치교

육기관 등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그 규모와 활

동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관은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독일 4대 정당의 정

치교육 재단, 그리고 내독성 (Bundesministerium fur innerdeutsche Beziehungen)

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내독성59)의 주요 과제는 독일정책을 입안하고t 독일문

제를 다루는 것이었지만? 통일교육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다. 내독성의

통일교육은 산하 기관인 全獨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 Bundesanstalt

ftir gesamtdeutsche Aufgaben)와 함께 수행하였다 .

59) 독일문제와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 l949년에 설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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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麗.l> 서독의 주요 사회통일교육기관

주요 통일교육 담당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

o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교육본부

o 바이에른 주 정치교육본부

o 베를린 주 정치교육본부

o브레멘 주 정치교육본부

o 함부르크 주 정치교육본부

연방정 치교육본부 o 헤센 주 정치교육본부

o 니더작센 주 정치교육본부

o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치교육본부

o 라인란트-찰르 주 정치교육본부

o 잘란트 주 정치교육본부

o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정치교육본부

내독성 o 전독연구소

o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

o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
정당 재단

o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o 한스-자이 텔 재단

o 개신교 정치교육기 관

o 카톨릭 정치교육기 관

사설 정치교육기 관 o 경제단체 정치교육기 관

o 정치관련 연구소

o기타 각종 정치교육 단체

l) 연방정 치교육본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서독 국민의 정신에 민주적인 사고를 확고하게 하고 Z L

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성의 산하기관으로 l952년에 발족되었다. 연

방정치교육본부의 목적은 독일 국민에게 가능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

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자발적인 정치참

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설치 이후 사회적으로 큰 관심 대상이었던 테마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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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l95o년대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과 기능이

핵심 주제이었다. l96o년대 초반에는 독일 역사에 대한 회고> 특히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계몽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l96o년대 후반에는 학생

운동 등 사회적인 변혁이 핵심 관심사가 되었다. l97o년대에는 당시 주요 사

회적 관심사였던 경제문제? 동방정책) 테러리즘이 핵심 사업이 되었고) 더불어

정치교육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개발이 핵심 테마로 다루어졌다. l98o년대에

는 환경문제T 평화 .안보정책f 그리고 사회운동이 핵심주제가 되었다 .

2) 내독성 과 전독연구소(Bundesanstalt fiir gesamtdeutsche Aufgaben)

내독성은 독일통일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l) 독일 민족의

통합에 기여하고T 2) 독일 국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3) 동서독 관계를 강화하

고,3) 연방정부의 독일정책과 관련한 책임을 수행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6o)

내독성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다 會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내독성이 수행한 주요 업무로는 정치교육 연수 및 세

미나 프로그램 지원, 사설정치교육기관의 정치교육 지원, 동독여행 정보 제공

및 지원? 정치교육 간행물 발간? 정치교육 영화 제작 지원, 전시회 개최 등 다

양하였다 .

전독연구소는 내독성의 산하기관으로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

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과? 정치교육과 관련해서 독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였다, 전독연구소는 l985년

에 247명의 직원이 있었다.6l) 전독연구소는 l) 행정 및 통일사업지원본부, 2)

독일정책 자료 정리 및 분석 본부) 3) 정치교육 및 정보 본부? 4) 홍보출판 및

지원본부 등 네 부서를 갖고 있었다
출

60) Bundesministenum fu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bericht 1985, Bonn,

1986, 4.

61) ibid.,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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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독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당시 동독과 관련한 최대 도서관으로

서 140,000여권의 서적과, 24,000권 이상의 잡지와 신문을 소유하고 있었고) 매

년 수만명의 방문객(학자, 언른인, 교사 등)이 동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활

용하였다 .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독연구소는 자체 연수 및 대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고? 통일교육관련 정보를 학교 등 수요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사설정치교육기

관의 통일교육 사업을 지원하였다 .

전독연구소는 통일 직후인 l99l년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l992년에는 해체되

어 이 가운데 정치교육 분야는 연방정치교육본부에 편입되었다 .

3 )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Friedrich-Ebert Stiftung)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은 사회민주당(spD)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l925

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에베르트에 의하여 설립되었

다. 설립목적은 l) 전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교육t 2) 유능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국제 이해와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

주요사업으로는 수많은 정치교육 행사와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t 유망

한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정치교육을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었다.

4)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Konrad-Adenauer Stiftung)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은 기독교민주당(cDu)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서

독 초대 대통령인 콘라드.아데나우어의 이름을 따서 l956년 설립되었다. 평화
.

자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

주요사업으로는 정치교육 행사와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학생

을 선발하여 정치교육을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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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Friedrich-Naumann
Stiftung)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은 자유민주당律Dp) 소속 정치교욱재단이다.자유민

주당을 창당한 프리드리히-나우만의 이름을 따서 재단이 설립되었다. 자유민

주주의 이념을 정치교육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주목적으로 설정되

었다.

주요사업으료는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 장학생 선발및장학금 지급

사업이었다燎

6 ) 한스-자이 델 재단(Hans-Seidel Stiftung)

한스.자이델 재단은 독일기독교사 .회당撚su) 소속정치교육재단이다. l 9 6 6

년기독교사회당수인 한스.자이델의 이름을 따서설립되었다. 기독교적인 기

초 하에 민주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주목적으료 제시되있다. 정치교

육연수프로그램 운영과 장학사업을 주요 사업으 로 추진하였다출

7 ) 기타사설정치교육기관

정치교육본부, 내독성 및잔독연구소 ,

정당의 정치재단 외에도 서독에서는

수많은 크교 작은사설정치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였다. 민주사회의

원리 아래 교회t직능단체T 대학연구소와 민간연구소 등에서 통일교육 프 로 그

운영하였다, 서독연방정부는 이러한 사설정치교육과 통일교

램을 개설하고

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연방정치교

육본부 및전독연구소의 주관아래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8 ) 정치교육기관들의 관계

통일전서독의 정치교육기관은 설립형태별로그리고 재원의 출처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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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정부기관으로서 정치교육본부와 전

독연구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정

당의 재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민간기관으로서 사설 정치교육기관

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 세 가지 형태는 근본적으로 독립된 기관이고 독자적

으로 운영되었다
準

그러나 동시에 위 정치교육 기관들은 유사성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첫째
f

서독 사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목적을 공유하였다. 둘째, 동서독에 대

한 객관적 지식을 매개로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독일문제와 통일문

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운영이 유사하였

다.정치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

이러한 점들로 해서) 서독 정부는 서독 내의 모든 정치교육기관을 지원하기

로 결정하고, 그 임무를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에 부여하였다. 연방정

치교육본부의 경우 l985년 한 해 동안 총 95개 기관, 2,400회의 연수 또는 세

미나를 지원하였고, 7,173,000마르크(한화 35억원)를 지출하였다. 전독연구소는

l985년 한 해 동안 l,o6o개의 연수 또는 세미나와 32,000명의 참가자를 지원하

였다. 많은 소규모 정치교육기관은 이러한 연방정치교육본부 및 전독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출

서독 내의 정치교육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필요시 공동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하

여 관련기관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나갔다. 이러한 긴

한 관계를 주도한 기관은 물론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이다
출

연방 내무성 산하기관인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내독성 산하기관인 전독연구소

모두 정치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이지만T 연방정치교육본부가 보다 정치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f 전독연구소는 보다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통일 전 독일

의 최대 과제가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규

모와 중요성 면에서는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중심적인 기관이었으나, 통일교육

적 관점에서 보면 전독연구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두 기관 모두 독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정보와 경

험을 교환하는 등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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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 정치교육본부의 관계는 독립.협력 .지원 원칙이 적

용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연방 내무성의 산하기관이었지만, 주 정부교육

본부는 주 정부의 직속기관이었다. 따라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각각 자율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같은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어서 상호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정치교육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주 정치

교육본부는 관련 자료로 지원하였다. 일년에 2회에 걸친 정기 회합에서 연방

정치교육본부장과 주 정치교육본부장은 국가 정치교육의 주요 사업을 공동으

로 결정하였다 출

다.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통일 전 서독에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포괄적이었다.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최t 전시

회?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연수프로그램과 간행

물 발간 사업이 주 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여기서는 통일 전 서독 사회통일

교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의 활등을 중심으로 통일 전 사

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별히 독일 분단 4o주년이 되는

l985년의 활동을 사례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i) 연방정 치교육본부62)

가) 정기간행물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간행물 발간 사업이

었다. 간행물에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과 일반도서로 나눌 수 있

다.

(l) 정기간행물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는 주간신문인 인국회 (Das

Parlament)", "국회 M의 부록인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62) Bundeszenrtale fur politische Bildung, 了a撚igkeitsbericht 1985, Bonn, 1986.

l 觀



州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정치잡지 (Die Politische

Zeitschhft)", 인수업주제 (Thema im Untemcht)", 暇확대경 (Zeitluppe)", 暇정치교육

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a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이 있었다 .

시사주간신문인 "국회 (Das Parlament)計는 l952년부터 발간되었다. "국회計는

연방의회와 주의회, 그리고 유럽의회의 토론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치현안의 배

경설명? 인터뷰, 찬반의견 제시 등을 통하여 독자들의 홍미를 끌고 정치에 대

한 관심과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을 유도하였다. 인국회"는 중등학교) 대학교> 청

소년조직f 교회t 병원 등에 배포하였다 출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는 "국회計의 부록으로 발간되

는 잡지로서, 전문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정치 현안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

하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 잡지의

목적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의

판단을 돕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l985년에는 매 번 평균 106,000권이 발간되

어 배포되었다. 독자들은 주로 정치에 관한 정보잡지(63%), 학교교육 자료

(32%), 학교 외 정치교육자료(19%), 학문적 작업(l4%) 등에서 활용하였다 .

"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는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설립된 l952년부터 발간되었는데, l년에 4회 발간되는 계간지이다. l회에 약 1

백만 권이 인쇄된다.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 역사적 배경 등

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l985년에

는 독일의 역사) 독일문제) 동독f 동서독 비교T 안보정책? 국제정치 등이 주요

현안으료 다루어졌다. 이 간행물은 본래 교사 재교육 교재로 구상되었다. 때문

에 학교 정치교육과정에 있는 주제들과 접한 관련을 및고 있고? 교사와 학

생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l985년에는 1,050,000권이 발간되어, 일반인 뿐

아니라, 서독 전역의 학교, 정치교육기관, 기업체, 공공사업장 등에 배포되었

다.

"정치잡지 (Die Politische Zeitschrift)計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역시 l년

에 4번 발간되는 계간지 형태를 띠고 있었다. 특별히 젊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간행되었다. l985년에는 매 번마다 600,000권이 발간되어 배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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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대경 (Zeitluppe)"은 l975년부터 발간된 것으로 전기 중등학교(중학교) 학

생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다루는 사회과 교과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간행되었다. 그러나 학교 외 정치교육에서도 폭넓게 활용되었다. l년에 봄과

가을 두 번 발간되었는데T l985년에는 매 회 평균 530,000부가 발간되며 독일

의 모든 중학교 학급에 배달되었다 .

(2) 도서 발간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로서 도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매년 각종 도서들이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고 폭넓게 읽혀졌다 출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밭간되는 도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치교육 시

리즈 간행물이었다. 편집서? 핸드북 또는 모노그라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시리

즈 간행물은 l985년까지 모두 23o권이 발간되었다. 이 간행물은 일반 대중들

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치 일반 뿐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기초

지식과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학교 내.외에

서의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

위 모노그라피는 크게 3 가지로 구분된다. i) 역사와 정치연구(파란색 표지)?

2 ) 정치교육 자료집(오렌지색 표지), 3) 정치교육 교수학 저서(초록색 표지).

위 모노그라피는 매 회 평균 10,000권에서 15,000권이 인쇄되어 배포되었다 출

l97o년부터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학교 외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자료 연구를

적극 지원하였다. 유관 정치교육기관 또는 성인교육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결과물들은 연방정치교육본부의 간행물로 출판되었다 諒

i98o년대 중반부터 연방정치교육본부는 r정치교육 보조자료(Arbeitshilfen fiir

die politische Bildungb 를 비정기적으로 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일차적으로

대학생들의 세미나에서 또는 중등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

다. 그러나 정치교육 관련 기타 목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출

i985년에는 정당의 재단,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 주 문교부장관회의

(KMK)와 협력하여 자료집을 펴내었다 等

(3) 찰플렛

일반도서 외에도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팜플렛으로 된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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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사쟁점(Kontrovers)計이라는 팜플렛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주 대상으로 다루었고? l968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출판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논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고등학생과 일반 성인들이 주요 대상

으 로 기획 및 편집되었다. 특별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교과 수업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도록 기획되었다 찰

u주요현안(Themenhefte)計은 "국회 "라는 정기간행물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치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민 자료집이다. l985년에는 매 회 20,000권

이 인쇄되어 배포되었다 .

이러한 간행물들은 정치교육 담당자, 교사, 연구자,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

을 수 있었다 幣

나)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매 년 loo건이 넘는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였

다.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전문연수 프로그램 (Fachtagungen)과 동서

지역담당지부 세미나 그리고 해외연수로 나누어진다 準

(l) 전문연수 프로그램

먼저 전문연수 프로그램은 교원연수프로그램) 언른방송인 면수프로그램 ? 대

학강사 연수프로그램, 사설 정치교육 담당자 연수프로그램 등 네 가지로 나누

어진다.

교원연수프로그램은 전공영역과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정치교육 연수를 하는

것이다. 대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중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었다 .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주 문교부장관회의(KMK), 각

주의 교육부, "서독 정치교육연합(DVpB)", 兆서독 교원연수원"과 협의를 거쳤

다.

언론방송인 연수프로그램은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적 소양

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보통 2박 3일의 일정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i975년부터 l985년까지 lo년 동안 45개의 연수

프로그램에 총 lloo명의 언른방송인이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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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연수프로그램은 대학강사들의 전문적 소양과 정치적 소양을 향상

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l985년 한 해 동안 6개의 세미나가 개최되어

3oo여 명이 참가하였다 .

사설 정치교육 담당자 연수프로그램은 학교 외 정치교육기관에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치교육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세미나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t 토론이 중심을 이루었

다. 정치교육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

다,

(2)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동방지역담당지부(Ostkolleg)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주제는 주로 동독을 포함

하여 동유럽의 정치t 경제t 사회t 문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유럽의 정치 현

황,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세미나의 주목적이었다. 이를 통하여 동서유럽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것

이 궁즉적인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독일 통일 전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것이었다. 동방지역담당지부는

세미나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동서 유럽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를 촉진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다. l985년 한 해 동안 동방지

역담당지부는 총 5o개의 정치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쟁점 주제는 "동서독

비교計? 暇국제정치 ") 暇소련" 등이었다 구

< 표 麗-2>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주제(l985년)

l985년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주제

동독 및 동서독 비교

국제정치 및 안보정책

국가 비교

마르크스-레 닌주의

국제공산주의

총 5o건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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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麗-3>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참석자 현황(l985년)

l985년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참석자 현황

고등학교 교사(김나지움과 직업학교) 3 2 . 4 %

초등학교 및 중학교교사 l 5 . 2 %

군인(장교) l l . 9 %

고위 행정관료

중간급 행정관료

대학교수

대학의 학술조교, 연구조교(시간강사 포함)

성인교육기 관 교 . 강사

기타 직업

언른인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성직자

정당과 단체의 임원

(3) 해외연수 프로그램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주관하였던 해외연수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이스라

엘 연수와 동방지역담당지부의 해외세미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

l963년부터 매년 실시된 이스라엘 연수는 독일의 정치사회적 대표자들과 일

반인들로 단체가 구성되어 이스라엘로 정치교육 여행을 데나는 것이었다. 이

스라엘 연수의 주요 주제는 이스라엘과 독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스라

엘인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편견을 제거하고 이해를 화대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l985년에는 l76명이 이스라엘 연수에 참가하였다 等

동방지역담당지부는 보통 l년에 l회씩 해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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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이 초대되어 주로 동유럽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교육, 언른의 주요 인사들과 대화및경험교환을 하게되는기회

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구조와 발전과정에 대한 정

보를 회득하였다 會

다) 시청각 매체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시청각

매체를 정치교육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영화, 비디오, 컴퓨터 등이 주요 매체

로 활용되 었다 幣

(l) 영화와 비디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영화를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하였고? 동시에 영화산업

을 정치교육적인 관점에서 됫받침하였다. 매체 관련전문서적 발간t 영화 세미

나,전문가와의 대화 등이주요 프로그램이었다 .

영화세미나는 영화관이 연방정치교육본부와 함께 영화 속 주제들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상업적인 영화들이 정치교육적 관점에서 다루어

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영화 세미나에서는 여러 사회적인 관

심 주제들? 예를 들면? 暇외국인기t 暇사회적 소외 그룹計? "권위", "5o년대計 등을

다루었다 출

(2) T v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영화 외에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Tv 매체를 이용하여

정치교육을 하였다. Tv를 이용한 정치교육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i985년에는 "미래사회"라는 Tv 시리즈물을 제작하였는데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지원하였다, 이 시리즈물에서는 당시 서독사회의 모습을

특징짓고 쟁점화 되었던 주제T 예를 들면근로조건t 질병과 죽음t 환경파괴? 여

가활동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또한문제해결 방법과 대안들을 암시하여 미래

서독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시리즈물은 나중에

학교 외 사회통일교육기관에서 시청각 매체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더불어서

사회정치적 주제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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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익광고 형태의 화면을 여섯 회에 걸쳐 방송하였다

라)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

이기 위하여 정치교육 경연데회를 개최하였다. l97o년부터 실시된 경연대회의

참가대상은 독일 전역의 학교에서 6.ll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 동아리, 특

별활동그룹이었다. l97o년부터 l985년까지 총 50,000개 학급의 1,500,000명의

학생들이 정치교육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T 독

자적인 연구활동? 인터뷰? 예술찰동 등을 매체로 경연대회를 준비하였다. 학급

또는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준비를 통하여 학생들의 공동작업과 팀정신을 촉진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準

l985년에는 총 2,846 그룹의 85,000명이 정치교육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

< 표 麗.4> 연방정치교육본부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참가 그룹(l985년)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참가 그룹

l9 8 5년

바덴.뷔 르템베르크 주

바이에른 주

베를린 주

브레멘 주

함부르크 주

헤센 주

니더작센 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라인란트-팔로 주

잘란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외국 주재 독일학생 그룹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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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비스 사업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각종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비스 사업

은 크게 문의 안내? 출판물 우송f 방문객 안내 등이 있었다 출

(l) 문의 안내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서독 정치교육의 본산으로서 매년 많은 국민들이 정치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하거나T 정치교육 출판물에 대한 문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서비스하였다 .

(2) 출판물 우송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본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우송하는 서비스를

수행하였다. l985년 한 해 동안 282,866건의 간행물이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準

(3) 방문객 안내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사전 예약을 통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방문객을 접대하고 안내하였다. l9撚년 한 해 동안 5o그룹이 본

(Bonn)에 위치한 본부 건물을 방문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역사, 조직?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사전 예약 없이도 모든 국민은 연방정치교육

본부 건물에 있는 전시 안내관에서 필요한 정보와 간행물을 얻을 수 있었다 출

2 ) 내독성과 전독연구소63)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마찬가지로 내독성과 전독연구소 역시 다양한 통일교육

을 수행하였다 주

가) 통일교육 연수 및 세미나

내독성과 전독연구소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일

교육 연수 및 세미나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l985

63) Bundesministerium fu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bencht 1985, Bonn,

l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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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 해 동안 내독성은 3,o8o회의 행사에서 94,000명을 지원하였고, 전독연구

소는 86회의 행사를 직접 개최하였고, 1,060회의 행사에 31,500명을 지원하였

다.

지원 받은 기관으로는 정당재단? 청소년 단체, 성인교육 담당기관) 아카데미
.

연구소 등이었다. 이들 정치교육기관이 주최하는 통일교육 행사에는 주로 학

생, 대학생f 교사t 학자) 군인, 근로자, 동독 및 외국에서의 이주자 등이 참가하

였다. 또한 독일 통일 문제는 유럽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독성은 외국

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별히 외국의 정치교육담당자들이 주요 목표 ; l

룹이었다구

이들 기관에서 개최한 세미나 주제로는 동독? 동서독 관계f 동서독의 공통

점, 독일문제의 국제적 관련성, 동서 대림, 사회주의 이념, 안보.평화정책, 환

경보호T 통일 이후의 정치 .경제체제 등 통일과 관련된 주제들이 폭 넓게 다

루어졌다 會

나) 간행물

내독성과 전독연구소는 통일과 관련하여 매년 다양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보

급하였다. l985년에 출간된 주요 간행물로는 "동독 핸드북", 사독일정책 도큐맨

트"T "독일정책 관련 텍스트計? "수치로 비교해 보는 동독과 서독"t 暇동독과 서

독에 사는 우리들기(청소년 잡지)f 行통일 정보計(정기간행물) 등이다 .

다) 동독 여행 정보 제공 및 지원

내독성과 전독연구소는 동독과 국경지역에 정보 획득 목적으로 여행을 하려

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출

l985년 한 해 동안 총 l,lo8회의 정보획득 여행, 289,340명의 청소년과 10,922

명의 성인? l3회의 세미나, 2,180회의 스포츠인 여행을 지원하였다 會

라) 영화 사업

내독성과 전독연구소는 학교통일교육과 사설정치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지

원하기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보급하였다. l985년에 새로 제작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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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 야민족의 통일은 우리의 의무이다기t 2) 暇이웃으로의 여행 . 동독국경 지

역 방문計, 3) "국경폐쇄 . 동독 국경지역의 생활計, 4) 暇벽돌 건축물의 흔적 -

동독 해안 국경 지역計 등이다. 이를 포함하여 총 l6o편의 영화가 세미나? 연

수,학교교육 등에 활용되어 1,300,000명이 시청하였다.64) 위 영화는 전국 각지

의 지정 도서관에서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었다 .

지금까지 제작된 영화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l) 독일문제(독일역사? 독일분

단)t 2) 독일정책(동서독 관계t 베를린f 국경지역)) 3) 동독(개관? 정체제도) 역

사관f 일상생활, 동독여행) 등이다. 이 가운데 동독의 일상생활에 관한 영화가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65)

바) 전시회 개최

내독성과 전독연구소는 통일교육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을 수행하였다. l985년 한 해 동안 76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출

라- 사회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프로그램은 서독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학생, 대학생? 교사T 학자t 군인* 근로자* 동독 및 외국에서의 이주자 등이

참가하였다. 특별히 학생t 교원t 공무원> 통일교육 전문위원 등은 주요 목표그

룹이 되었다. 이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운영되었다. 여기서

는 l984년 한 해 동안 독일의 여러 정치교육기관이 운영한 정치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통일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等

l)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o 주관 : 부르크 리벤절 (Burg Liebenzell) 국제포럼

64) Gesamtdeutsches Institut - Bundesanstalt filr gesamtdeutsche Aufgaben,

Fitmkatalog 1985 - Filme zur deutschen Frage, Bonn, 1985.

65) 자세한 내용은 부록 7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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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제 :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o 목적 :공무원들에게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하여 폭 넓은 정보

를 제공함 .

o 주요 내용

.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

. 국제관계, 유럽의 통합, 남북관계, 동서관계

. 서독의 평화안보정책

. 동독과 서독의 비교와 동서관계

o 참가자 : 행정 관료 및 군인 등 공무원

o 연수방법

- UM 4(100%)

2) 교원 연수프로그램

o 주관 : 튀빙겐(Tubingen) 평화교육연구소

o 주제 : 평화교육의 이론과 현실

o 목적 :학교 교원들에게 평화교육을 이른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교육현

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함

o 주요 내용

.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 비폭력행위

.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안보정책 구상

. 평화교육 매체

o 참가자 : 학교 교원

o 연수방법

- 세미나(4o%)

. 주제발표(4o%)

. 강연(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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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강사 연수프로그램

o 주관 :만하임 (Mannheim) 대학 동독 연구소

o 주제 :동독의 역사와 발전과정

o 목적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젊은 학자들이 동독의 역사와 현재

체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함

o 주요 내용

. 동독의 역사

. 동독의 발전과정

. 동독 체제의 문제

o 참가자 : 대학에서 강의하는 신진 학자들

o 연수방법

. 주제발표(8o%)

. 세미나(lo%)

. 강연(lo%)

4) 통일교육 전문위원 연수프로그램

o 주관 :국가와 사회 연구 재단

o 주제 : 동독과 서독의 관계

o 목적 :독일 분단 상황을 이론적이고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독

일정책을 토른을 통해 모색함

o 주요 내용

. 독일 분단의 총체적 문제

. 동서관계와 동독과 서독의 관계

. 독일정 책

. 동서독 체제 비교

. 분단 현장 견학(동독 및 베를린)

o 참가자 :사설 정치기관의 통일교육 담당 전문요원

o 연수방법

- 주제발표(35%)

- 세미나(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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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5%)

. 현장 견학(2o%)

5 ) 학생 연수프로그램

o 주관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 정치교육연구소

o 주제 : 동독과 서독의 체제 비교

o 목적 : 학생들에게 동독과 서독 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서독 체

제를 비교하고 토론하도록 함

o 주요 내용

. 동독과 서독의 정치제도 비S .

. 동서관계

.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 국제정치와 평화보장

.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 독일현대사와 독일문제

o 참가자 : 학생과 청소년

o 연수방법

. 세미나와 토론(100%)

6 ) 대학생 연수프로그램

o 주관 : 튀빙겐(Ttibingen) 대학 평화연구소

o 주제 : 서독 정치

o 목적 : 대학생들이 동서갈등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평화적인 해

결가능성을 모색하게 함

o 주요 내용

. 동서관계

. 동서관계에서의 평화정책 및 안보정책

. 서독 외교정책 분석

. 국제기구

o 참가자 :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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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수방법

- 주제발표(7o%)

. 세미나(3o%)

7 ) 근로자 연수프로그램

o 주관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reidhch-Ebert-Stiftung)

o 주제 : 서독 정치

o 목적 : 근로자들이 서독의 정치 및 정책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함

양하도록 함

o 주요 내용

. 동서체제 비교

. 서독과 동독의 체제 비교

. 서독의 외교, 안보t 평화정책

. 노동시장에 미치는 세계경제의 의미

. 서독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o 참가자 : 경제와 행정 분야의 근로자

o 연수방법

. 세미나(100%)

마. 통일 전 서독 사회통일교육의 효과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은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T 각종 대

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등 다양하였다. 정기간행물과 일반서적을 포함하

여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보급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

바른 통일관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수 프로그램을 게발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공무원) 학교교원> 언론인* 통일교육 전문요원은 주요 목표

그룹으로 설정되어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인 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準

서독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된 통일교육과 정치교육은 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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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사회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 점이다. 사실 서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에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제l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l9 l 9

년부터 나찌가 집권한 l933년까지 민주주의를 시험할 기간이 있었으나* 국내

정세가 혼란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의 국가적 최대 관심사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하여 정

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치교육은 그것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다. 정치교육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이념을 가르치

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출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효과는 특별히 통일을 전후하여 큰

힘을 발휘하였다. l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의 기회를 맞았을 때
)

서독 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찬성하였다. 통일 진행의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보냈다. 사실 당시 동

서독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격차를 고려한다면f 서독 국민들에게는 통일을

통해 고통분담과 더불어 경제적인 손실이 따른다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주민들은 기꺼이 신속한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

하였던 기민당에 더 많은 표를 주었다 .

더욱 주목할 부분은 통일 이후 통일 후유증이 극대화 될 때 서독 국민들이

취한 자세와 행동이다. l992년 동서간의 심리적 갈등이 극대화되었을 때,서독

지역 국민들은 폭력 등 극단적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민주적인 가치 아래 평화

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일부 극단론자들이 국수주의적인 태도

를 취한 점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서독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통일 ll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동서간의 심리적인 갈등

은 존재하지만? 통일 문제를 슬기롭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극복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출

이 때문에 연방정치교육본부 직원 윌러.호프슈테데 (C. Muller-Hofstede)는

통일 이전 서독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을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평가하

였다. 그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 사회에 민주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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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독 국민들의 반응도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66)

2.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가-사회통일교육 개요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이 정치교육이라는 폭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진

반면?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은 일관성 있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학교통일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사회통일교육에서도 이념교육은 핵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

동독은 모든 국민의 모든 능력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국가

적과제라는 명목 아래학교교육 뿐 아니라, 사회교육을 강조하였다. 사회교육

에서도 사회주의적 가치관) 인격? 도덕을 갖추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

육을 통하여 전체사회가 사회주의화 되고, 자본주의.제국주의와 대항하여 승

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化사회주의 교육개념에서는 이념교육과 사회주의적 의

식과 행동의 개발이 사회주의 인격의 핵심 가치로 간주된다."67)

통일 전 동독의 교육은 공산당이 그 방향을 결정하였다, l967년 4월 l7일부

터22일까지 개최되었던 공산당대회에서는 사회통일교육에서 이념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동독 의회는 l97o년 9월 l6일 "성인

교육기관이 사회주의 체제에 기여해야 할 원칙"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사회통일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暇성인교육기관의 목적은

다면적으로 계발된 사회주의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체는 마

르크스.레닌주의 지식을 확고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소유하고, 동독사회주

의사회와 경제의 특징을 잘 알고f 현대 기술과 생산관계를 잘 이해하여) 사회

66) 윌러.호프슈테데 (C. Miiller-Hofstede)씨와의 면담은 2oo2년 4월 26일 연방정치교
육본부에서 개최됨

67) G .Neuner, Zur Tbeorie der soziatistischen AUgemembildung, Berlin, 1973, 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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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 .경제 .문화에 창조적으로 참여하고, 생산경제의 수준을 높이고, 사

회주의 조국인 독일민주공화국(DDR)을 수호하는 데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

이다."68)

나- 사회통일교육 담당기 관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사회교육을 수행하였던 모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에서는 서독처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수행하

는 별도의 전담기관이 없였다. 모든 주요 교육기관에서 이념교육을 실시하였

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기관이 필요하지 않았다. 성인대학t 기업체부설대학關)

등이 대표적인 사회통일교육기관이었고> 동시에 각종 강연이나 프로그램 운영

을 통하여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7o)

< 표 麗.5>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

성인대학

학위과정
기업체 부설대학

사회통일교육기 관

사회통일교육
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담당기 관

각종 강연회

사회통일교육기 관
문화행사, 문화관, 도서관, 대중매체 등

68) 묘e를小r暇린 凉r vo撚및kammer der 量曆피 諒辰er die Grun피 a切를 /iir die Aus- 피 d

Weiterbitdung der Werkt毒流\gen bei der Gestattung des entwickeUen

gesettschcfttichen Systems des Soziatismus in der D D R v o m 16. Sept. 1970,

2oo.

69) 북한의 공장대학과 유사한 성인 고등교육기관이다 .

70) J. Olbrich,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m Deutschland, Bonn, 2001,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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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전 동독 사회통일교육의 목적을 고찰하기 위하여 그 배경 요인이 되는

사회교육의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통일 전 동독 사회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점은 역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 동독이 소련 점령지였을 때 성인교육의 최대의 목적은 정치교육을

시키는 것에 놓여있었다.7l) 정치교육이란 여기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

하는 것이었다. 즉? 동독 사회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사회주의 이념교육이었

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동독국가가 건설된 이후 사회교육에는 직업교육 또는

직업자질 함양이 주요 과제로 첨가되었다. l948년 제 l차 경제계획이 선포되

면서 직업교육이 시급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듯이
f

1950/51년부터 기업체부설대학이 건립되었다. 즉? 동독 사회교육의 두 번째 목

적은 성인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l954년 6월 暇학

문적 인식을 준비하는 사회"라는 헌장이 선포되면서? 사회교육은 또 다른 변

화를 맞게되었다. 기존의 이넘교육t 직업교육과 더불어 일반적 교양의 함양이

사회교육의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 때부터 동독 사회교육의 세 가지

과제, 즉 이념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이 동독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

다.72)

통일 전 동독의 교육 목적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막른하고 모든 교육에 해당하는 것

이었다. 비록, 사회교육이 이념교육, 직업교육f 교양교육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목적은 이념교육이었다 출

따라서 이념교육을 제외하고는 동독의 교육을 논할 수 없다 출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이념교육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점에

71) E . Emmeiling, 30 Jahre V H 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znDachsenenbildmg, Berlin, 1958, 66ff.

72) J. H . Knoll, H . Siebert, Erwacfisenenbildu.ng - Envachsenenqu피誇zierung,

Heidelberg, 196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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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독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동독의 사회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독의 체제를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체제로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여야 할 대상으로

만 가르쳤다. 暇성인대학의 과제는 성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인식과 민주

주의 정신을 심어주어, 반 파시즘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73)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승리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일반 성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暇성인대학은 사회교육의 중요한

통로이다. 성인대학은 정치f 과학, 기술, 예술 등 제 분야에서 여러 주제를 다

루면서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사회주의적 의식을 매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M74)

라.사회통일교육의 내용

통일 전 동독에서 사회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응으로는 이념교

육?마르크스.레닌주의 가치관교육, 반혁명적이고 수정주의적인 가치관과의 논

쟁,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과 우월성 인식, 제국주의적인 서방세계와의 정

치투쟁에서 숭리하기 위한 확고한 입장과 논증능력 등이었다.75)

동독 사회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 전 라이프찌히

(Leipzig)에 있었던 성인교육연구소(Institut fiir Erwachsenenbildung a n d e r

universitat Leipzig)76)의 교육과정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77) 1968년 라

73) E. Emmerling, 50 Jahre V H 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1958, 80.

74) ibid., 89.

75) H . Klein, Bitdung in der D D R - Grundtagen, Entwicktungen, Probteme,
Hamburg, 1974, 32.

76) 1948년에 설치된 위 연구소는 동독의 대학에 설치된 유일하고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성인교육기관으로 주로 교장, 장학사, 대학강사 등의 재교육을 목적으
로 설립되었다 .

77) J. H . Knoll, H . Siebert, Erwachsenenbildung - Erwachsenenqucd誇小erung,
Heidelberg, 196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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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찌히 성인교육연구소에는 약 9oo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다. 교육과

정은 전공? 부전공) 추가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전공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교육과정이었다. 부전공교육과정에

는 정치경제, 철학, 역사) 과학적 사회주의 등 사회주의 이념교과목이 중심을

이루었다. 추가교육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과목은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

적유물론? 사회주의 경제의 정치경제적 기초T 소련교육학* 성인교육심리학, 개

별교과목의 교수학 등이었다. 전공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 교과목이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교과목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동독에서 사회통일교육이 교육과

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주로 이념교육과 관련된 것임

을 확인할 수 있다燎

마.사회통일교육의 특징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동독 사회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의 목적은 궁극적

으 로 사회주의적 인간을 키우는 것이다,78) 暇다면적으로 도야된 사회주의 인

격"을 갖춘 사회주의 인간 육성을 완성하는 것이사회통일교육의 목적이었다 .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이 유일한 과학적인 철학으로 인정되고 교육내

용으로 가르쳐졌다. 더불어 사회과학(역사, 마르크스 사회이른 등)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간주되었다. 사회교육의 주요 분야인 교양교육이나 직업교육 역

시 마르크스 교육학이 기초 학문으로 수용되었다. 셋째, 교육방법에 있어서 성

인들에게 필요한 대화나 토론 방법보다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 교화

(Indokthnation)가 강조되었다. 성인 학생들은 수업활동에서 퍼동적으로 듣고

학습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인식되었다. 넷째로, 사회통일교육기관은 엄격히 국

가의 통제 아래 움직여졌다. 서독의 경우와 같이 민간 교육기관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점은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체계에 관한 법"이 됫받침하였다 출

78) ibi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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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 일 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가-사회통일교육 개요

통일.직후독일의 사회통일교육은 구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가치관
을매개하는 것과더불어 동서독 주민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
다. 통일 독일 정부는 구동독지역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경제가 활성화되
면 통일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사회통합을 이를 것이라고 낙관하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은 동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정치교육에 모아졌
다.

통일 독일 정부와 정치교육담당자들은 과거서독에서 정치교육을 통하여 민
주주의가 뿌리를 내린것과같이? 정치교육을 통하여 구 동독사회에 민주주의
가정착되고 구동독주민들이 새로운 통일사회에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출

이러한 기대아래 통일 이전 구 서독지역에 있었던 정치교육기관들이 구 동

독 지역에도 확산되어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가 베를린에
지부를 설치하고? 구동독지역의 각주에정치교육본부가 설치되었다

출 정당의

정치교육재단과 교회등사설정치교육기관도 구동독지역에서 활동하기 시
작하였다 會

주로 서독 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이 구동독지역에 확산되는 형태를 떠었기
때문에;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구 서독의 정치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를
띠였4 . 단지구동독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일부추가되었다

.

이러한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독일 정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의 기
능을강화하였다. l99l년 말통일전내독성 산하기관인 .전독연구소計를 해체
하고 그 정치교육 기능을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이관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
는 조직의 확대를 통하여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주민들의 통일교육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l993년 이후 동서독 주민의 심리적 통합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연방정치교육본부는 行내적 통합"이란 이름의 별도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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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설치하고,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통합을 정치교육의 중점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는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통일교육이 더욱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출

나.사회 통일교육 담당기관

통일 이후에도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더불어 정당의 재단? 사설 정치교육기관 등이다 출

l) 연방정 치교육본부

가) 역사와 설립목적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독일 국민의 정신에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확고하게 하

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성의 산하기관으로 l952년에 발족되었

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목적은 독일 국민에게 가능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

여*인정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설치 이후 사회적으로 큰 관심 .대상이었던 테마를 정치

교육의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l99o년 통일 이후에는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다 출

2ool년 현재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79)

o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의회민주주의와 그 기본 원칙

o 독일연방공화국 및 구 동독 지역의 발전, 나찌즘, 바이마르 공화국 등 현

대사 관련 주제

o 동 .서관계의 변화, 국제 사회의 정치적 관심사, 남 .북관계, 국가안보

및 경제정책 등 국제적 주제

o 외국인 적대감과 폭력? 정치혐오증과 정치적 극단주의 등 국내의 현안

사회 문제

79) http://www.bp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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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럽 협력f 생태의식f 기술.대중매체 .세계화에 의한사회적 변화, 통
일의과정등 미래문제 등

통일 직후연방정치교육본부는 베를린에 지부를 설치하였고, l99l년에는 신
설 5개 주에주정치교육본부가 설치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l99o년 이후
동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정치교육에 최우선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치
교육기관을 섣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設었으나, 그시행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정치교육에 대한수요는 많았으나, 그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구

구 동독 지역에는 정치교육을 담당할 수있는 사설정치교육기관이 전무한 상
태이었다. 정치교육을 담당할 수있는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국가가 관장하는
정치교육에 대한불신 역시큰장애요인이 되었다. 동독에서는 수십 년 동안
정치교육이 라는 이름아래서 이념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은 그것을 불신하
였기때문에,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또 다른 형태의 정치교화
활동으로 오해할 소지가 켰다. 기반자원의 부족과 국민들의 편견 등이 정치교
육을 방해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이러한 배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f 구동독지역주민들에게 간행물 등을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
점을 두었다. 다른한편으로는f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계회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정치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인력 및 예산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직원은 2o없년 현재총 l5o명으..로? 이 가운데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4o명f 각부서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ll o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l6개 주에설치되어 있는주정치교육본부의 인력은
주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작은주의5명에서 큰주의6o명 사이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연간예산은 l999년 기준으로
.

76,900,000DM(한화 46i억
원)이다. i6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주정치교육본부의 예산은 연방정치교육본
부와는 관계없이 주 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f 주의규모에 따라큰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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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장 작은 주인 잘란트(Saaland) 주 정치교육본부의 연간 예산은 약

800,000DM(한화 4억8천만원)이고, 가장 큰 주인 바이에른(Bayem) 주 정치교

육본부의 연간 예산은 약 10,000,000DM(60억원)으로 확인되고 있다.8o)

다) 주요 사 업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사업으로는 간행물 발간t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 시청각 매체 개발 및 대여t 대중매체의 활용f 사설 정치교육기관의 연수

프로그램 지원* 정치교육경연대회? 정치교육 전시회) 서비스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라) 홈패이지 내용 소개

연방정치교육본부 홈페이지는 정치교육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홈

페이지는 크게 새소식, 연방정치교육본부 소개) 주요 현안t 출판물t 영화/영화

관? 온라인 출판물, 정치교육행사, 정치교육 경연대회, 관련 정보, 찾기, 도움

말, 홈페이지 관리인 등이 주요 메뉴로 설정되어 있고? 각 메뉴별로 수많은 세

부정보를 담고 있다 출

< 표 理.6> 연방정치교육본부 홈체이지 내용

새소식 o 최신 소식 소개

o 주소

o 법적 규정

o 이상(방향)과 주요과제

o 자문위원회 (학술고문단, 감독단)

o 조직과 임무

연방정치교육본부 lo 목표그룹
소개 o 파트너

o l6개 주 정치교육본부(주소)

o 동서문제담당지부

o 유관기관 지원지침

o 승인된 사설정치교육기관 소개

o 개방 및 방문시간

8o) 연방정치교육본부 및 주 정치교육본부의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치교육

본부의 연례보고서 (Tatigkeitsbericht 1999) 및 2鋼l년 lo월 l6일 본(Bonn) 연방정치교

육본부에서 개최된 Lothar G .Kopp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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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oo2년 연방정치교육본부 사업

o 쟁점 : 대중매체 안에서의 폭력

o 쟁점 : 9.ll 레러와 그 영향

o 쟁점 : 선거

o 정치와 테러

o 전문가연수프로그램 : 문명사회에서의 e-민주주의

o 국제회의 : 성평등
주요 현안

o 학술대회 : 예술과 민주주의

o 이민논쟁

o 정치교육 전시회

o 극우주의

o 폴란드 견학 안내

o 이스라엘 견학 안내

o 언른방송인 연수 프로그램

o 출판물 신청 안내

o 暇간추린 정치
' '

o "현대 독일상
' '

o C D - R o m

o 시리즈 간행물

o 일반도서

o 법 관련 서적

o "7 회
' '

o "정치와 현대
' '

출판물
o "정치교육 정보

' '

o 릿쟁점
' '

o "확대 경
' '

o 릿수업 주제
' '

o "정치잡지
' '

o "정치교육 보조자료
' '

o 매체교육학 자료

o 언론방송인을 위한 도서

o 暇정치교육 달력
' '

o 정치교육 영화/비디오 리스트

o 대여 장소 안내

o 최신 영화 정보
영화/영 화관

o 관용을 주제로 하는 영화

o 영화관 소개

o 출판물 인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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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치교육 정보
' '

o 릿정치와 현대
' '

o 야국회
' '

o 인간추린 정치
' '

o 법 및 조약

온라인 o 뉴스레 터

출판물 o 정치교육 컴퓨터 게임

o 지방정책

o 독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현황
o "영화

' '

o 暇수업 주제
' '

o 언른방송인 연수프로그램 문서

o 행사 프로그램 안내
o 동서문제담당지 부

o "과거와 미래
' '

o 릿여성이 보는 이스라엘 문제
' '

o "e-민주주의
' '

o 暇세계의 빈곤국가
' '

o 州신 테러주의
' '

o "성평등
' '

정치교육 행사
o 이스라엘 견학 안내

o 폴란드 견학 안내

o 정치클럽

o "2l세기의 중국
' '

o "세계화
' '

o 라정치참여
' '

o " N A T O 확대와 그 영향
' '

o "새로운 세계질서형성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럽
' '

o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정치교육

o 제 5회 릿연극에서의 정치" 페스티벌
경연대회

o 대학생 경연대회 : 릿민주주의 이미지 아이디어 공모
' '

o 문의 및 응답

o 연방정부 및 주요 관공서 소개

관련 정보 o 학문 연구 관련 기관

o 청소년 경연대회 관련 기관
o 온라인 정치교육 정보

찾기 o 온라인 정보 찾기

o 홈페이지 설명서
도움말

o 정간물 "정치와 현대" 찾는 방법 소개

홈페이지
o 홈페이지 관리인 소개

관리인

- l 3 o -



2) 프리드리히-에때르트 재단(Friedrich-Ebert Sti鈍ung)

가) 역사와 설림목적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은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정치교육

재단이다. l925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에베르트

(Friedhch Ebe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l) 전 국민의 민주주의 정

신을 함양하는 정치교육, 2) 유능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국제 이해

와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출

나) 인력 및 예산

2ooo년 현재 본부와 지부 그리고 해외 파견 직원을 합하여 총 58l명의 직원

이 근무하고 있다. 2ooo년 예산은 204,000,000DM(한화 약 l,2oo억원 )이다. 주

요 재원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지원금이다 .

다) 주요 사업

2ooo년 한 해 동안 약 3tooo회의 정치교육 행사를 개최하였고> U 150,000명

이 정치교육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총 l,7oo명 (외국인 학생 34o명 포함)에

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3)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Konrad-Adenauer Stiftung)

가) 역사와 설립목적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은 기독교민주당(cDu)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서

독 초대 대통령인 콘라드-아데나우어 (Konrad Adenauer)의 이름을 따서 l956

년 설립되었다. 평화, 자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를

나) 주요 사업

2ooo년 한해 동안 3,loo회 이상의 정치교육 행사를 개최하였고, 126,000명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국내와 국외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

연수하는 활동을 펼천다 .

다) 인력 및 예산

2ooo년 현재 국내 5l6명 (본부 337명t 지부 l69명), 국외 74명으로 총 5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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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ooo년 예산은 202,660,000DM(한화 약 lt2oo억원)이

다. 주요 재원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지원금으로 마련된다 準

4)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hch-Naumann Stiftung)

가) 역사와 설림목적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발은 자유민주당(FDp)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자유민

주당을 창당한 프리드리히 .나우만(Fhedrich Naumann)의 이름을 따서 재단이

설립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치교육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주요 과

제로 설정하였다
.

나) 주요 사업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돕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출

다) 예산

2ooo년 예산은 76,429,223DM(한화 약 45o억원)이고 주요 재원은 역시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지원금이다 零

5) 한스.자이텔 재단(Hans-Seidel Stiftung)

가) 역사와 설립목적

한스.자이델 재단은 독일 기독교사회당(csu)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l966

년 기독교사회당수인 한스.자이텔(Hans Seidel)의 이름을 따서 설립되었다 구

기독교적인 기초 하에 민주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나) 주요 사 업

2ooo년. 한해 동안 l,632회의 정치교육 행사를 개최하여 5l湯2명이 참여하였

다. 더불어 74회에 거쳐 전문가 연수를 실시하여 4,2oo명이 참여하였다. 그리

고 l55명의 대학생* 6l명의 전문대학생? llo의 박사과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였고, 3l개국의 lol명의 외국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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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통일 후 독일에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대단히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간행물 발간f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

최, 전시회T 교육서비스, 유관기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사업은 매년 그 범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서는 독일 사회통일교

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8l) 먼저T 주요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고? 통일 이후 l99o년

도부터 l999년까지 연도별로 중점 추진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

l) 주요사업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첫번째 주요 사업은 간행물 발간

사업이다. 간행물에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과 일반도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는 주간신문인

"국회 (Das Parlament)", "국회 의 부록인 사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暇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정치

잡지(Die Politische Zeitschhft)", "수업주제 (Thema im Untemcht)", 暇확대경

(Zeitluppe)", 暇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a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정기간행물 외에도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매년

많은 정치교육용 도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핸드북 또는 모노그라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시리즈 간행물은 l999년까지 모두 363권이 발간되었다. 이 간행물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치 일반 뿐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기초지식과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

권마다 보통 10,000권에서 20,000권이 발간되는데 수요가 많은 경우는 재판 인

쇄된다.

두 번째 주요 사업으로는t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연방정치교

8l)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Tatigkeitsbericht 1999, Bon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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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부는 매년2oo건이 넘는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를인:리-)3?)a UsjUUs q7-U.ycf UU ss.=i..QU U U
송언른인t 군인등전문가 집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말한다. 동서
지역담당지부에서 개최하는 UIn)4 주제는 주로동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집중되어 있다

출

셋째,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 가운데에는 시청각 매체를
정치교육에 활용하는 것이있다. 영화f 비디오, 컴퓨터 등이주요매체로 활용
되고 있다

等

넷째>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매년유관정치교육기관의 정치교육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3oo여 7s 정도의 성인정치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정치
교육 세미나 또는행사를 재정적 으 로 지원하고 있다. 많은소규모 정치교육기
관은 이러한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실정이
다.

다섯째,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는 매년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
o171 위하여 정치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l97o년부터 실시된 경연대
회의참가대상은 독일전역의 학교에서 6-ll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t 그룹?
특별활동그룹이 된다. 학생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t 독자적인 연구활동* 인
터뷰, 예술활동 등을매체로 경연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準

여섯째? 정치교육 관련내용의 전시회 역시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중요한 사
업가운데 하나이다. 주로사진또 는 해학스케치로 구성되는 전시회는 주제
에대한관심을 일깨우고?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토른과 논쟁을 자
극한다. l999년에 개최된 暇독일상 - 외국인의 눈에비추인 통일 독일計은 큰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전 "독일인이 보 는 독일인차과 "l96o년부터 i995년까지의
독일 청소년 사진"은 독일통일과정과 동서독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진
으 로 묘사하였다출

일곱째t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각종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사
업은크게 인터넷 서비스

f 출판물 우송, 방문객 안내? 각종행사장에서의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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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본부 소개 등이 있다. 특별히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고유한 홈페이지

(www.bpb.de)를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역사, 구조t 파트너 등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세미

나와 행사T 각종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정기간행물은 인

터넷을 통하여 전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모 든 간행물과 세미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2) 통일 이후 추진된 연도별 통일교육사업

가) l99o년

통일된 해인 l99o년 독일 사회통일교육의 주된 관심사는 구 서독의 정치교

육을 동독 지역에 확산시키는 것이었다.82) 동독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체제를 이해시키고 그러한 체제에 잘 적응하도

록 정치교육을 통하여 도왔다 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기존에 해 오던 정치교

육용 간행물 발간사업을 확대하여 동독주민들도 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

다.그리고 l989년 가을의 동독 시민혁명 사건을 주요 테마로 다루었다. 그러

나 l99o년에는 아직 통일자체가 불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통일은 i99o년 lo

월 3일 이루어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세워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

나) l99l년

l99l년 독일 사회통일교육의 중심 테마는 신연방국가(구 동독 지역)와 통일

이었다.83) 독일통일이 대단히 신속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i99i년에 와서야 통

일과 통일 이후의 사회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l99l년부터 연

방정치교육본부는 통일 이후 독일사회통일교육의 과제를 연구하고 계획을 세

울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l99l년에는 신연방 지역에 세워진 주 정치교육본

82) Bundeszentral fur politische Bildung, 了를小를할eitsberic和f l린郵0, Bonn, 1991, 5.
83) Bundeszentral filr politische Bildung, Tatigkeitsbericht 1991, Bonn, 199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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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찰

l99l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l)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t 3) 정치이론/정

치교육, 4) 미래사회 등 네 가지였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를

o 일반도서 : 독일통일사전

o 정기간행물 "논쟁計 : 暇동독의 전환計

o 비디오 출간 : 인낮선 독일 청소년
' '

o 비디오영화 : 暇다큐맨타리 통일
' '

o 비디오영화 : 라민주주의 학습
' '

o 정기간행물 行정치교육정보" : 신연방국가

o 정치교육 학습자료 : 독일통일

o 프로젝트 : "동독과 서독의 상이성
' '

o 튀링겐 주 언른인 재교육

o 정기간행물 暇정치잡지計 : 暇우리는 한 민족이다
' '

o 교원 연수 : 신연방국가에서 역사? 사회? 정치교과의 상황

o 학생경연대회 주제 : 신연방국가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통일과정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計 : 신연방국가의 산업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인 : 정치문화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行 : 사회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計 : 청소년

o 정기간행물 州정치와 현대" : 경제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計 : 정치교육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計 : 문학

o 정기간행물 暇정치교육정보計 : 동독의 역사

o 정기간행물 "정치교육정보" : 독일의 분단

o 정기간행물 M정치교육정보計 : 서독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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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992년

l992년에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핵심 주제는 동독과 통일이었다.84) 그러나

l992년 독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큰 도전을 맞게 된다. 통일휴유증으로

인하여 동독과 서독 주민의 같등이 증폭되었다. 특별히 급속히 성장한 폭력적

경향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정치교육에 시련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배

경요인에도 불구하고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

l992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l)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4) 미래사회 등 네 가지였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일반도서 : 行독일통일과정 : 역사.정치.사회
' '

o 일반도서 : "독일사회에서의 외국인
)'

o 일반도서 : "외국인과의 관계, 편견) 적대감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착점"

o 정기간행물 사정치교육 정보計 : "외국인
' '

o 정치교육 연수 :등독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연수 프로그램

o 교원 연수 : "신연방 각 주에서의 역사 교과 운영 현황
' '

o 교원 연수 : "적대감정, 관용 그리고 정치교육
' '

o 교원연수 : 化통일 독일 청소년의 폭력적 잠재성 및 폭력 행위
' '

o 일반연수 : 사정치교육과 극우주의
' '

o 세미나 : "독일의 외국인
' '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計 : 구 동독 지역의 사회상

o 정기간행물 行정치와 현대인 :통일 휴유증으로서의 심리적 문제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 : 통일 문제

o 정기간행물 인정치와 현대" : 구 동독 지역 청소년의 청지의식

84) Bundeszentral fur politische Bildung, Tatigkeitsbericht 1992, Bonn, 199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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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기간행물 인국회" :브란덴부르크 주

o 정기간행물 行정치잡지" :독일의 과거

o 정기간행물 "정치잡지計 :독일통일 2년

o 정기간행물 犯정치잡지M :외국인

o 정기간행물 M정치와 현대" :법치국가

o 정치교육 학습자료 :a동독과 서독의 상이성計

o 정치교육 학습자료 :인통일 독일의 사회..

燎 정치교육 학습자료 :사편견, 이방인 적대감, 극우주의)t
聾정치교육 학습자료 :暇구동독에서의 학교갈등 . 사례연구,,

o 영화:行구동독에서 정당은 언제나 옳았다約

o 영화:"독일의 현재상태. .

o 영화 :暇동독인의 삶> '

o 달력:인유럽 안에서의 독일..

o 전시회 :"1945-1935 동독의 선전물 ) .

o 전시회 :"동독의 역사' '

라) l993년

l993년 연방정 치교육본부 사업의 핵심주제는 극우주의와 폭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다원화의 원칙아래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을찾는것이었다.85)
이를 위해 특별히 포지션페이퍼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신연방 지역에
정치교육을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루진하였다. 그리고 정치교육을 담당
하는교사들의 연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별히 l993년부터 동시독 7 .

민의심리적 통합이 주요내용으로 부각되어 정치교육에서 다루어졌다
.

l993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l) 독일/독일사t 2)국제정치t 3)대중매체? 4 )

정치교육의 이른과 실제등 네가지였다. 이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

襲)Bundeszentral fiir politische Bildung, 了淸撚를淸출''.tsbencht 1993, Bonn, 199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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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도서 : u독일 역사의 중점
t '

o 일반도서 : "모순된 문학: 구 동독 4o년 동안의 시와 수필
' '

o 주제별 정치교육 자료 :"동독 역사i 공산당 독재f 공산주의
' '

o 정치교육 학습자료 :인구 동독에서의 학교 갈등 it2권
t t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 : 구 동독 공산주의 독재의 잔재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計 : 구 동독의 문화정책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計 : l953년 7월 i7일 민중항쟁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독일 역사에서 동독의 위치

o 정기간행물 야정치와 현대計 : 구 동독 시절 소련의 경제적 착취

o 전시회 : 인분리된 희망 - 전후 독일
' T

o 전시회 : 인독일정책 주요 일지
' '

o 영화 : 구 동독 사법기관에 미친 스탈린의 영향

o 일반도서 : 暇독일 통일 핸드북
? '

o 수업 주제 : 인신연방 주의 지방정책
f )

o 정기간행물 M정치교육 정보計 : 暇수도 베를린
' '

o 교원연수 : 인신연방 주에서의 역사 교과 현황
' '

o 교원연수 :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들計 . 동서독 통합

o 세미나 : "uN에서의 통일 독일의 책임
' '

o 세미나 : 暇독일에서의 외국인 . 외국에서의 독일인 '' .

o 세미나 : "정치교육의 현재 : 기회와 도전
' '

o 정치교육담당자 연수 : a신연방 주와 베를린
' '

o 세미나 : 동서독 심리적 통합

o 교원연수 : 동독 지역 교사들의 재교육

o 교원연수 : 동독 지역 정치 교과 담당 교사연수

o 일반도서 : "통일 독일에서의 극우주의 폭력. 사회변혁에서의 청소년
' '

o 일반도서 : 사독일에서의 정치적 극단주의
' '

o 정치교육 학습자료 :인편견T 외국인 적대감f 극우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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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치교육 학습자료 :暇독일에서의 외국인
' '

o 워크숍 :暇폭력에 대항하여
T '

o 단편영화 :暇외국인이 독일에 없다면?"

o 단편영화 : 사너와 나
' '

o 교원연수 :暇독일에서 청소년들의 폭력 잠재성과 폭력행위
t '

o 교원연수 : "직업학교에서의 폭력과 외국인 적대감
' '

o 세미나 :사외국인t 정치적 망명* 폭력
' '

o 연수 : "독일에서의 외국인
' '

마) l994년

l994년에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독일 사회의 기본가치를 가르치고? 평화적이

고 민주적인 체제를 수호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평화적인 공존을 유도하는 것

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86) 이를 위해 극우주의 및 폭력과 대항하여 정치

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구 동독 주민의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J

특별히 구 동독 전체주의 체제를 정치교육의 주제로 다루었다. 더불어 구 동

독 지역 정치교육 교사들의 재교육와 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출

i994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i)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대중매체? 4)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둥 네 가지였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燎

o 일반도서 : "1945-1990 동독의 문화와 정치
t T

o 전문가좌담회 :暇영화* Tv에서 나타나는 서독과 동독의 관계
?'

o 일반도서 : "신연방 주 핸드북
' '

o 정기간행물 "정치잡지" : "문화의 위기 . 베를린
' '

o 정기간행물 暇정치잡지計 :暇독일인의 고향
' '

o 정기간행물 "국회" : 사과거의 극복
' '

86) Bundeszentral fur politische Bildung, Tatigkeitsbericht 1994, Bonn, 199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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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신연방 주의사회문제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計 :통일후긴장완화정책

聾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計 :신연방 주민에게 실직이 미친 정신적이고 사
회.심리적 영향

聾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신연방 주의경제상태

출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통일후신탁청의 활동에 대한 평가

o 대회 : "변혁기의 독일과 유럽' '

聾대회:"심리적 통합. 어떻게 가능한가??r

騷통일교육 전문가 연수:行신연방 주와 베를린.

醫 대회:暇공산당은 독재가 아니다? . 통일회고차

騷교원연수 :동독지역교사들의 재교육

聾교원연수 :동독지역정치교과담당교사연수

o 모델세미나 :동독지역정치교육담당자

o 정기간행물 야국회" :릿정치적 극단주의 . .

o 교원연수 : 간문화적 학습M .폭?과 외국인 적대에 대항한 프로그램

o 지역세미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직업학교에서의 외국인 적대
감과 폭력

바) l995년

l995년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종전5o주년을 맞이하여 이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l992년 이후독일사회를 흔들고 있는사회집단간의 갈등? 극우주
의,외국인 적대주의? 범죄, 폭력을 주요주제로 다루었다.y7) 특별히 통일 5주

년을맞이하여 동서독 주민간의 찰등과 심리적 통합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분

석하고 해결가능성을 제공하며, 관용과 이해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
경 속에서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문제는 향후연방정치교육본부의 핵심주
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88)

l995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l)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87) Bundeszentral ftir politische Bildung, 了淸f!.를출eitsbericht 1995, Bonn, 1996, 7.
關) ibid.,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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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과 실제> 4) 대중매체? 5) 전시회 등 다섯 가지였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

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擊

o 대회 : "분단에서 통일로
' '

o 교원 연수 :인구 동독의 대중매체
? t

o 교원연수 : M과거 분석 작업 - 독일 통일 5주년
' '

o 일반도서 : u동독
t '

o 정치교육 학습자료 : "같으면서도 다름 - 동서독의 가까워짐
' '

o 정기간행물 인정치와 현대計 :신연방 주의 도시발전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동서독 주민들의 가치 비교

o 정기간행물 인정치와 현대" :동독의 .변혁과정

o 대회 :인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t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o 대회 : 暇독일통일 . 5년 후
' t

o 교원연수 : "나찌 독재와 공산주의 독재 비교
' '

o 교원연수 : 동독 지역 교사들의 재교육

o 교원연수 :동독 지역 정치 교과 담당 교사연수

o 모텔세미나 :동독 지역 정치교육 담당자 연수

o 프로젝트 :인미래를 개척하는 학생들 . 동서독 통합에의 기여? T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4o년 동안의 독일 외국인 정책

o 정기간행물 行정치와 현대計 :유럽에서의 이민과 외국인 적대감

o 대회 : "극단주의적 폭력 - 폭력적 극단주의
? ?

o 지역세미나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직업학교에서의 외국인적대감

과 폭력

사) l996년

l996년에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핵심 과제는 독일 통일과정을 촉진하는 것

이었다.89) 동서독 주민들의 의식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간의 편견을 극복

89) Bundeszentral fur politische Bildung, Tatigkeitsbericht 1996, Bonn, 19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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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거리를 좁히고? 통일독일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에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작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燎

l996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l)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이른과 실제* 4)대중매체? 5)전시회 등다섯가지였다. 이가운데 통일과 관

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會

o 정기간행물 "정치잡지차 :"1945-1949 동독의 소련점령기간 . .

o 정기간행물 인국회計 :독일과 동서갈등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 :동독의 정당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 :동독의 역사

o 일반도서 :구 동독의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역사

o 일반도서 :동독의 영화와 T v

o 대회 : "학교수업에서의 독일 문제' '

o 대회:行독일 역사에서 두가지형태의 독재주의와 법치국가로서 독일의

정치적 책임
' '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計 :독일통일중간평가

o 일반도서 :공산주의 지배와 그 종말

o 일반도서 :독일 통일 핸드북

o 정기간행물 "정치교육 정보計 :통일의 과정. 8o년대 중반이후 독일

o 대회 : "공산주의 독재의 희생자 ' '

o 대회 :인공산주의 국가와 독일통일과정에 미친 영향' '

o 대회 : "독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 '

o 대회 :暇신연방 주의 코뮤니케이션 문제t '

o 학생의 만남 :동서독 학생들의 만남과 대화

o 교원연수 :동독 지역 교사들의 재교육

o 교원연수 :동독 지역 정치 교과 담당 교사연수

o 모델세미나 :동독 지역 정치교육 담당자 연수

o 지역세미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직업학교에서의 외국인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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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폭력

o 대회 : "극단주의 - 범치국가에 대한 도전?"

아) l997년

l997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사업은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

는 것과T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에모아겼다.9o)

l997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

과제는 i)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 체제? 3) 경제와 사회t 4) 독일 역사t 5)

유럽f 6)국제관계 둥이었다. 중점과제는 l)새로운 독일국가의 탄생* 2)심리

적통합, 3) 범치국가에 대한도전t 4) 환경문제? 5) 개발도상국가t 6) 지식정보

사회의 발전 등이었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o 행사 :상이한 문화간의 대화(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인 :동독의 역사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計 :독일의 아이덴티티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심리적 통합과정

o 정기간행물 인정치와 현대인 :신연방 주

o 정기간행물 "정치잡지計 :동독에서의 생활

o 일반도서 : 전후 독일사

o 일반도서 :두 개의 국가와 하나의 민족 - 독일 역사 1 9 5 5 - 1 9 7 0

o 일반도서 :동독 반체제의 역사 1 9 4 9 - 1 9 8 9

o 일반도서 : l945년부터 현재까지 독일 문화사

o 정기간행물 "국회" :신연방 주의 과거와 미래

o 정치교육 매체 :심리적 통합(주제)

o 대회 :暇동독 공산주의 독재의 역사와 결과
' '

o 대회 :州신연방 주 학교에서의 구 동독식 사고?M

90) Bundeszentral 粒r politische Bildung, 了料E출小拓beric料 린濯7, 'Bonn, 199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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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회 : "구 동독에서의 슈타지와 정치재판
' '

자) l998년

l998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사업 역시 l997년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 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에

모아졌다.9l)

l998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

과제는 l)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 체제, 3) 경제와 사회, 4) 독일 역사, 5)

유럽) 6)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l) 심리적 통합T 2)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3) 환경문제, 4)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등이었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

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찰

o 정기간행물 인정치교육 정보" : 변혁의 시대 1961-1974

o 일반도서 : 동독 역사 다큐델트

o 일반도서 : 독일정책의 역사

o 정기간행물 "국회" : 독일 통일과정에서 공산주의 독재의 영향 극복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計 : 신연방 주의 변혁과정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구 동독과 신연방 주의 문학

o 정기간행물 行정치와 현대計 : 통일과정 중간평가

o 독일현대사 : 동독의 민주 혁명 1989/90

o 일반도서 : 1971-1989 동독의 일상

o 대회 : 통일 후 동서독 지역의 정치교육과 교육정책

o 대회 : 정치교육과 시민교육

o 대회 : 독일통일의 전설과 사실과 전망. 독일 통일과의 대화

o 세미나 : 동독 . 증인과 역사서술

o 대회 : 독일의 민주주의와 독재

o 대회 : 통일 독일 국민들의 사고

91) Bundeszentral fiir politische Bildung, Tatigkeitsbericht 1998, Bonn, 199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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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미나 : 통일 전후 독일 여성들의 생활

o 대회 : 심리적 통합을 위한 대화

o 대회 : 동독 + 서독 = 독일?

o 대회 : 통일 전후 구 동독 역사 분석 작업

o 세미나 : 구 동독의 노동사회

o 대회 : 40 + 40 + 10 = 50. 독일 5o년사

o 대회 : 통일 후 동서독 주민의 생활문화

o 대회 : 극우주의? 폭력 그리고 정치교육

차) l999년

l999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

째는, 독일 통일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독일 국민의 심리적 통합 가능성을

정치교육을 통하여 모색하려 하였다. 둘째는? 2l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전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92)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다 擊

l999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

과제는 i)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 체제? 3) 사회t 4) 경제t 5) 독일 역사, 6)

유럽> 7)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l) 심리적 통합t 2)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3) 환경문제t 4)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5) 학문과 사회의 미래 등이었다 찰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準

o 협력프로젝트 : "1949-1989-1999: 독일 역사 5o년
t t

o c D : 暇독일 현대사
' '

o 정기간행물 暇국회計 : "본/베를린 . 수도의 이전
t )

o 정기간행물 "국회" : 인베를린 장벽 붕괴 lo년
> '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 : 인평등과 심리적 통합
' '

o 정기간행물 인정치와 현대" : 인독일의 심리적 통합
' '

92) Bundeszentral fiir politische Bildung, Tatigkeitsbericht 1999, Bonn, 200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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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M :暇구 동독의 생활문화
' '

o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인구 동독의 역사
' '

o 정기간행물 暇정치와 현대" :暇통일 후 lo년 - 현상황분석
' '

o 일반도서 : "수도 베를린 . 과거와 미래
' '

o 일반도서 :u독일 통일 핸드북 1949-1989-1999"

o 일반도서 :暇사회주의의 종말行

o 정기간행물 "정치잡지計 :行구 동독의 역사
' '

0 C D - R O M :暇분단의 과거 . 공동의 역사?"

o 연수 :暇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노 조 "

o 대회 :暇분단의 과거 - 공동의 역사?"

o 프로젝트 :暇독일역사 . 증인들과의 인터뷰
' '

o 연수 : "미래의 기회로서의 기억
' '

o 대회 : M동서독 국경 지역의 생활경험
' '

o 연수 :暇과거 . 현재 - 미래의 심리적 통합라

o 연수 :暇독일과 유럽의 역사: 통합? 그리고 법? 그리고 자유?"

o 정기간행물 사정치와 현대" :暇폭력 . 청소년 폭력극복 방안
' '

o 시청각매체 : 인관용
' '

o 직업학교 프로젝트 :M폭력과 증오에 대항하여
' '

카) 분석

통일 후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추진한 통일교육 사업을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볼 때,통일직후에는 서독의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적 질서를 동독 주민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었다. 그러다가 점차 통일후유증이 심해지고 그것이 극단주의

와폭력으료 나타나면서f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정치교육의 위기로 보고, 통일

후유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l993년 이후에는 독일통일문제가 심리

적갈등과 대립문제로 비화하자 심리적 통합을 주요주제로 설정하고 다루었

다.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문제는 앞으료도 상당시일사회통일교육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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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과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내용적으로 볼때,통일후사회
통일교육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f 동서독의 역사?
동서독 체제의 비교, 구동독공산주의 체제아래서의 생활, 심리적 통합 등
통일 이전보다 내용이 풍부해 졌다. 이점은통일이후에도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체, 방법적으로 볼때f연방정치교육본부는 통일
후사회통일교육을 이전에 정치교육에서 활용하던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였

다.간행물) 연수, 대회) 시청각 매체등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
시하였다 를

라-사회통일교육 연수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연수프로그램은 독일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f 교원) 언룬방송인) 통일교육 전문위 원 등은 특별 관심 대
상으로서 주요 목표그룹으로 지칭되고 있다. 여기서는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연
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통일교육연수프로그램은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연수담당부서에서 주관한

다. 연초에 연수프로그램의 계획안이 만들어지면f 담당자들에게 분배한다, 연
수 담당자들은 연수장소f 연수일시, 강좌내용, 강사등을섭외.확정하고, 인터
넷에연수내용을 공개.안내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그러면 교육대상자들
은 자율적으로 원하는 강좌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참가한다.

l) 공무원 프로그램

공무원 통일교육은 주로 연방정치교육본부 및연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
고 있다.

출 주제 :새로운 유럽안보질서

o 일시:2oo2년 5월i일(수) - 4일(토)

o 참가자 :고급행정관료 및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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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강사 : 유럽 안보정책 전문가

o 담당 : 윌러(Horst Muller) 박사

o 참가비 : 무료

o 일정 :

14:00 - 14:30 |등록

14:30 - 15:00 l인사, 소개, 안내

15:00 - 15:45 | "D . Wellershoff : 유럽안보와 暇국제정치의 카오.
스". 우리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가?

15:45 - 16:00 |휴식
5월 l일

16:00 - 16:45 ' Prof. F . Nuscheler : 세계화와 테러 위협 속에서

남북관계

콜로퀴움 및 자유토론
16:45 - 18:00

o 진행 : D . Wellershoff, Prof. F . Nuscheler

18:00 - 19:00 |저녁 식사

콜로리움 및 자유토른(속재 )
19:00 -

p진행 : D . Wellershoff, Prof. F . Nuscheler

8:00 - 9:00 아침 식사

9:00 - 11:00
-Dr. K.-H. K a m p : N A T O 의 미래모습

10:00 - 10:30 |휴식

를월登일jK5牆 . 11:30 | "Prof. A.Zagorski : E u 확대가 안보정책에 미치

는 영향(러시아의 입장)

11:30 - 12:30 |자유 토론

12:30 - 14:30 |점심 식사 및 휴식

즐로퀴움 및 자유토론
14:30 - 18:00

. 진행 : Prof. Zagorski, Prof. G . Nogradi

18:00 - 저벽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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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09:45 "Dr. M.-J. Calic : 발칸 위기와 남동유럽의 안보.
(문제와 전망)

09:45 - 10:30
- Dr. C . Schetter :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5 월 3 일 |10:30 - 11:45 ]휴식
(U |11:45 - 犯3o j자유 토른

12:30 - 14:30 |점심 식사

콜로퀴움 및 자유토른
14:30 - 18:00

o 진행 : Dr. Calic, Dr. Schetter

18:00 - 19:00 |저녁 식사

09:0 0 - 09 :4 5
' Dr. C . Masala : 유럽연합의 미래

09:45 - 10:00 |휴식

5월 4 일
콜로퀴움 및 자유토른

(S) 110:00 - 11:30 . 진행 : Dr. Masala

11:30 - 12:00 |연수 평가회

12:00 - 점심 식사 및 귀가

2 ) 교원 프로그램

교원은 학교 통일교육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일찍

부터 중요한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주로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다루는 사

회과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이 참여하여 재교육을 받는다 帳

o 주제 : 사회주의 체제 변화과정에서의 승자와 패자

o 일시 : 2oo2년 6월 2o일(목) . 22일(토)

o 참가자 : 전국 중 .고등학교 사회과 담당 교원

o 강사 : 사회주의 국가 및 동유럽 전문가

o 담당 : 제게르트(Dieter Sege淸) 박사

o 참가비 : 무료

o 협력기관 : 독일 동유럽학회, 브레맨 대학 동유럽 연구소

音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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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30 |등록
14:30 - i5:를 .l.만인, 소개,안내

패널토의 I : 사회주의 체제 변혁의 과거와 현실

o사회 : Henning Schr린er
'V . Cvjanovic : 체제변혁 과정의 모델화

115:00 - 17:30
' S . Kusic : 체제 변혁의 승자와 패자

'M . Konig : 체제변혁 이론의 가능성
6 월 2o일 'T . Beichelt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혁

(목 )
117:30 - 18:30 |저녁식사

패널토의 II : 체제 변혁 실패의 특징

o사회 :Dieter Sege린
118:30 - 20:30 | 'P.Wittschorek :새로운 헌법의 기초

' M . Zweckstetter :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주의화

. 토론 : Volker Weichsel

120:30 - 참가자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정보교환 및 자유토론

18:00 - 9:00 아침 식사

패널토의 III : 체제 변혁과 노동시장

.사회 : Iris Mu t h

' P . Radic : 체제 변혁 국가의 노동시장
19:00 - 11:00

'A . Kemmerling : 동유럽 고용 시장의 변화

.A . Schuttpelz : E U 고용정책의 시사점
o 토론 : I. M u t h

패널토의 汎y : 농업 분야의 변혁

o사회 : Th om a s Falk

-- T . Thelen : 사회주의 농업체제 변혁과정의 승자와 패자
!l1:15 - 13:00

'D . Ursprung :루마니아 농업의 변혁
'P . Linder : 세계은행의 사유화 정책

v 토 른 : L . H i n n e r s

6월 21*a 113:00 - 14:00 |점심 식사
(금 ) 패널토의 v : 민주화의 승자로서의 국가주의?

.사회 : Heiko Pleines

'A . Gawrich : 폴란드 체제변혁과정에서의 소수인종
14:30 - 16:00

' K . Keller/ U . Zietan : 헝가리 소수인종의 상황

'K . Dzebisaschwili : 그루지아의 국가주의

v 토른 : H . Pleines

패널토의 \T : 러시아 지역

.사회 : Rolf Peter

16:15 - 18:00 'J. Gravingholt : 러시아 연방이 소멸하지 않은 이유
'P . M o s h a e w : 러시아 체제 변혁과정의 승자와 패자

o 토른 : A . H e m e m a n n - G r u n d e r

18:00 - 19:00 l저녁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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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9:00 아침 식사

패널토의 VII : E U 가 동유럽 체제변혁과정의 승자인가?

o사회: Kai Rabenschlag
' G . Kiss: 헝가리의 유럽통합 전략

9:00 - 11:00 ' K . Pieper: 유럽연합의 동유럽 지방 정책
6월22일 ' R . G a b e r : 동유럽 체제 변혁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인 이.

해와 감정
. 토론: A . M a y

종합토른
11:15 - 12:30

. 사회 : Heike Dorrenbacher

점심 식사 및 귀가

3 ) 언른방송인 프로그램

언른방송인 역시 사회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적부터 주요

통일교육대상으로서 수웅되고 있다 출

o 주제 :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유럽과 미국의 대립

o 일시 : 2oo2년 4월 29일(월) . 5월 l일(수)

o 참가자 : 언론방송인

o 강사 : 국제정치학자 등 국제문제 전문가

o 담당 : 윌러.호프슈테테 (C. Muller-Hofstede)

o 참가비 : 무료

o 협력기관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미국 영사관? 철른 아메리카 하우스

o 일정 :

13:30 - 14:00 |등록
인사말

14:00 - 14:15
" T . Krt凉er(연방정 치교육본부장)
' C . M u l l e r - H o f s t e d e

' E . Keeton(미국 영사)

강연 : 9.ll테러 이후 세계질서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
14:15 - 15:15 'D . Gompe친(유럽 연를소)

' H . Mu11er(헤센 주 평화연구재단)

4월 29일 j15:15 - 16;15
. 사회 : A . Henze(서부독일방송)

16:15 - 16:45 |휴식
패널토의 I : 미국과 유럽의 관계
' P . Rudo1f(베를린 학문과 정치 재단)

16:45 - 17:45 | 'C . Hacke(Bonn U 학)
'J. Be1tran(파리 국친관계연구소)
. D .를pmpe淸(유럽 연구소)

17:45 - 19:00
.사회 : A . Henze(서부독일방송)

저녁 식사

l 5 2



7:30 - 9:30 |아침 식사

패널토의 II : 안보정책의 세계화

'M . Assebeg(베를린 학문과 정치 재단)
9:30 - 10:30 | ' F . Sen(터키 연구재단)

' T . Phi1ipp(Tufts 대학)
' M . Pott(출판인 )

10:30 - 11:00 |휴식

11:00 - 12:30
.사회 : M . Gemer(독일방송)

12:30 - 14:00 |점심 식사

4월 3o일 패널토의 III : 미국과 유럼의 불균형에 대한 창조적인

' D . Cho11et(조지 워싱턴 대학)
14:00 - 15:00

'B . Heuser( 런던 King's College)
' K.-D. Frankenberger(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신문)
' H . Kreft(독일 외교부)

15:00 - 15:30 |휴식

15:30 - 16:30
.사회 : R . C1ement(독일방송)

종합토론
16:30 - 17:30 . C . Muller-Hofstede(독일 연방정 치교육본부)

' E . Keeton(주 독 미국 영사)

17:30 - 저직 식사

5 월 l일
7:3o - 아침 식사 및 귀가

4 ) 통일교육 전문위원 프로그램

통일교육 전문위원이란 수백 개에 달하는 전국의 민간 사회통일교육을 담당

하는 전문가들을 말한다. 통일교육 전문위원 프로그램이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재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출

o 주제 : 아시아의 변화 과정

o 일시 : 2oo2년 5월 6일(월) . 8일(수)

o 참가자 : 전국 통일교육 전문위원

o 강사 : 아시아 전문가

o 담당 : 윌러.호프슈테테 (C. Muller-Hofstede)

o 참가비 : 무료

l 5 3



o 일정 :

14:00 - 14:3이 등록
14:30 - 14:긴l만친, 를개,안내

14:40 - 15:40 1 'Dr. J.Dosch(Univ. of Leeds)
.자유토론

.

15:40 - 16:0이 휴식
5 월 6 일

패널토의 I : 아시아 지역
o사회 : S . Blancke

16:00 - 18:00 1 'P.Ziltener :동아시아의 통합과정
' S . R o t h e r : A S E A N

. S.-B : J. D o s c h

18:00 - 19:0이 저녁 식사
19:00 - |출f자들 사oj인..비공식적인 인를교환 및 자유토론
8:00 - 9:00 |아침 식사

패널토의 II : 아시아 변화의 외적인 힘

.사회 : P . Ziltener

' S . Blancke : 중국/북한의 위험관리능력
9:00 - 10:45 'F . Friedrich-Rust : 중국, 올림픽 , 인권

' N . Schulte-Kulkmann : 중국 법 개혁에 대한 서방의

o 토 론 : Prof. Dr. T . H e b e r e r

패널토의 III : 아시아의 자본

. 사회 : N . Schulte-Kulkmann

' N . A . Achsani : 자카르타 증권시장과 인도네시아의 경

11:15 - 13:00
'M . Geiger :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E . Meyer-Clement : 중국 공산당과 사기업
' M . Naundo핀 : 독일과 일본의 자본 투자

5 월 7 일
☞토 론 : Dr. D . Fisc her

13:00 - 14:0이 점심 식사
패널토의 Iv : 노동시장
.사회 : E . Meyer-Clement
'N . Mevenkamp : 중국 도시 노동자의 사회통합

14:30 - 16:00
(-T . Pfeiffer : 마닐라 빈곤 어린이 교육 프로젝트
' B . Schulte : 중국 노동과 직업 이해

u 토론 : Dr. B . A l p e r m a n n

패널토의 v : 아시아의 모습

o사회 : N . Mevenkamp
'F .Jin : 현대 중국 문학에서의 신

16:15 - 18:00
' G . Kirsch : 일본 T v 선정에 비췬 외국과 아시아 모습

'A . Stolpe : 막스 베버의 중국 연구
u 토 론 : A . H e i n e m a n n - G r u n d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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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9:00 |아침 식사

패널토의 v l : 아시아의 아이덴티티

.사회 : G . 拓rsch

'N . Altmeier : 일본의 자기동일성 및 지역연대

9:00 - 11:00 4J. Hermann :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동일성
5월 8 일

'L . Wollweber : 웹 매스터와 국가적 신화(태국)

' C . Weitz : 문화의존적인 대중매체 이용

☞토 른 : C . D e h c h s

종합토른
11:15 - 12:00

o사회 : Dr. G . Schucher, Muller-Hofstede, Wacker

점심 식사 및 귀가

5 ) 일반인 프로그램

일반인 프로그램이란 위에서 제시한 특별그룹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o 주제 : 세계화와 유럽통합

o 일시 : 2oo2년 6월 3일(월) . 7일(금)

o 참가자 : 독일 국민

o 강사 : 유럽 전문가

o 담당 : 제게르트(Dieter Sege前) 박사

o 참가비 : 무료

o 협력기관 : 함부르크 시 재무청

o 일정 :

14:00 - 14:30 |등록

14:30 - 15:00 .인사, 소개, 안내

6월3일 j15:00 - 16:00
. 강사 : Dr. W . K1ein(필른 대학)

. 주제 : 독일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세계화의 기회와 위

험요소

16:00 - 19:30 |휴식 및 저녁식사

콜로퀴움 및 자유토른
19:30 - 21:0 0

o 진행 : Dr. K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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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10:00 . 강사 : Dr. F.-L. A1tmann(독일 국제안보정치연구소)

6주l : Eu통합의 .펀제적 측면

6 월 4 일 . 강사 : Prof. Dr. J. K1eer(바르샤바 대학)
10:00 - 11:00

. 주제 :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당시의 경제-재정
적 적응과정

11:00 - 15:00 .점심식사 및 휴식
콜로퀴움 및 자유토른

15:00 - 16:30
. 진행 : Dr. Altmann, Prof. Kleer

9:30 - 10:30 . 강사 : Dr. R . U11rich(유럽 재무 담당)

. 주제 : 독일과 유럽의 관세행정의 발전
6월 5 일

콜로퀴움 및 자유토른
(U) |10:30 - 12:30 . 진행 : Dr. Ullrich, Dr. Cou린h

12:30 - 13:30 .점심식사 및 휴식
그룹토의 또는 문화행사

. 강사 : Prof. Dr. A . Raedler
9:00 - 10:00

o 주제 : 재무경제의 세계적 구조조정과 유럽의 세무회

6월 6 일 전문대화 및 자유토론
10:00 - 12:30

o 진행 : Prof. Raedler

12:30 - 15:30 |점심식사 및 휴식

콜로퀴움 및 자유토론
15:30 - 18:00

. 긴행 : Dr. Randazio-Plath, Prof. Raedler

9:00 - 10:00 . 강사 : C . Meier(독일 국제안보정치연구소)
. 주제 : 동서유럽 경제협력의 의미

6 월 7 일

콜로퀴움 및 자유토른
10:00 - 12:00

o 진행 : H . Me ie r

12:00 - 점심식사 및 귀가

6 )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수행한 연수 프로그램은 참석자들로부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치교육본부가 브라운슈바

익 대학(서독)? 막데부르크 대학(동독)에 의뢰하여 l996년 ll월부터 l997년 5

월까지 독일전역의 12,0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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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제공하는 연수자료나 정기간행물을 학교수업에서 활용

하는 비율이 97.5%(자주 활용 36.4%, 가끔 찰웅 61.1%)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

다.93) 또한 l999년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연수, 세미나, 대회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방정치교육본부

행사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매우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가 행사를 통해 "흥미 있는 정보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대답하였다.94)

마. 통일 후 구 동독 지역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독일에서 통일 전후 사회통일교육은 서독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

독의 통일교육은 본래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識 ; l

리고 통일 전후 서독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통일 전에는 동독 실상에 대한 이해) 동서독 비교 등이 정치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통일이후에는 동서독 국민통합, 폭력과

극우주의 등 통일관련 내용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반면, 동독 지역의 통일교육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통일 전에는 체제 유지

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통일

후에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즉
f

동독식의 사회주의 이념 교육에서 서독식의 다원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익히는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 성인들에게

도 큰 문화충격을 주었고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직후 통

일 정부는 구 동독 지역에서도 단지 서독식의 정치교육을 시키면 서독 주민들

처럼 민주적인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인 시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러한 예상은 빗나갔고?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의 정치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

게 되었다 구

93) Bundeszentral fur politische Bildung, Tatigkeitsbericht 1998, Bonn, 1999,

120-121.

94) Bundeszentral fur politische Bildung, Tatigkeitsbericht 1999, Bonn, 200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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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통일 독 일 ll년

독일 통일 ll년이 지난 지금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통일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독의 의회민주주의T 서독의 법과 행정체계 등 서독 식의

제도가 동독 사회에서 정착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균형 문제도 거의 해결 단계에 와 있다. 수입의 측면에

서 볼 때, l998년 연방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동독 지역의 근로자는 서독

지역의 근로자에 비해 평균 88%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전

과 비교해 볼 때 동독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 수준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전

체적으로 볼 때,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통일 전에 비해 대폭 개선되

었다. 그리고 비록 통일의 과정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r L

들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국가체제를 인정하고 있고
1

통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국가를 원하지도 않는

다. 그러나 구 동독 주민들은 아직도 새로운 서독 식 제도에 잘 적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신들이 '이등 국민'이라는 의식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 수준이 대폭 개선되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살면서도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

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독일의 통일방식이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실패한 측면도 있음을 시사받는다 출

2 ) 동독 주민의 의식

가) 찰에 대한 만족도

대부분의 구 동독 주민들은 통일 이전보다 개인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

가하고 있다.95) 1990년의 조사에서는 게인경제사정이 좋아졌다는 응답과 나빠

졌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l993년 조사에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48%, 나빠졌다는 응답이 23%? 비슷하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l998년의

95) D . Pollack, "Wirtschaftlicher, sozialer und mentaler Wandel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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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59%가 좋아졌다는 응답을? l6%가 나빠졌다는 응답을t 25%가 비

슷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59%의 동독 주민이 통

일 이후 자신들의 생활조건이 나아졌다고 응답하였고, l6%가 나빠졌다고 f

2 5 %가 비슷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출

나) 가치에 대한 평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 가치의 실현에 대한 평가에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서독 지역 주민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會

먼저, 자유에 대한 평가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양 지역 주민들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실현의 자유,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평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 두 항목에 대해 서독 지

역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동독 지역 주민들은 5o%가 개인의

자기실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f 7o%가 직업선택

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96)

안전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동독 지역 주민들은 개인 재산의 보

호, 환경의 보호와 같은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7o%의

동독 지역 주민들이 공공의 질서나 사회적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

다고 응담하고 있다 출

기회균등과 정의에 대한 항목에서 등독 주민들은 특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출신배경과 관계設이 통일 독일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가? 라는 질문에 4분의 l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통일 사회가 정의로운 사

회인가? 라는 질문에서도 단지 lo분의 l만이 그렇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 가치가 통일 사회에

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서독 주민들보다는 동독 주민

들이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출

96) T . Bulmahn, "Zur Entwicklung der Lebensqualitat im vereinten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 l 5 9



다) 정치 체제에 대한 의견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가치체계인 의회민주주의, 시
장경제) 법체계 등에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있지않다. 독일의
사회과학자들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가장큰문제점을 여기서 발견한다.
사실상 서독 식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평판이 높은것은못된다. 정당, 정

부, 법, 경찰 등에 대한신뢰가 서독주민들보다 높지못하다. 서독식민주주
의에 데한 만족도 역시서독지역주민들보다 높지못할뿐아니라, 시장경제
자체도 그다지 효을적이지 못한경제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
주의는 통일 직후동독주민들에 의해가장좋은제도로 인식되었다. l99o년
에는 77料의 구 동독 지역주민이 서독식의시장경제에 대해좋은인식을 갖
고있었으나f 현재는 23料에 지나지 않는다. i99o년에는 6o拓의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이 서독 식의 의회민주주의에 만족하였으나, 현재는 그비율이 대단히
낮아졌다 부

물른 이러한 평가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구동독지역주민들에게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가운데 더나은것을선택하라고 하면T 분명히 시장경제

가우월하다고 대답한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치> 즉표현의 자유나 자유경 쟁
체제에 대해 그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구동독주민들의 서독식민주
주의에 대한 불만족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규범에 대한것이라기보다는, 그것
이실현되는 모습에서 찾을수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 구 동독 주면들 불만의 원인

그렇다면 구 동독 지역주민들은 독일민주주의가 기능하는 것에대해왜
서독주민들보다 더불만족한가? 구동독의 사회주의가 그들을 아직도 각인하
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의 경제상황이 서독주민들에 비해아직도 나
쁘기 때문인가? 이와관련된 여러연구를 기초로 그원인을 분석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97)

첫째* 구동독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이다. 많은구 동독 주민들은

97) D. Pollack, "Wirtschaftlicher, sozialer und mentaler Wandel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m d Zeitgeschichte, 40(2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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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가 그 이념은 좋으나, 단지 구 동독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은 통일 직후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동서독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약4o%나 된

다.비록 구 동독사회주의에 대해 만족하는 반응은 높지 않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점은 아직도 많은 구 동독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통일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증한

다.

둘패) 동독 주민들이 새로운 통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사회질서, 그들을 무시하는 사

회질서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구 동독 주민들에게 자신들

이 지금 통일 사회에서 (이등 국민'으로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42%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구 동독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등국민'으로 남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 약 8o%의 구 동독 지역주민이 그렇다고 대답하였

다.l99o년대 중반의 조사에서는 69%로 나타났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출 물 론

'이등 국민'으로 느편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를 의미할 수도 있고, 동독 사회주의가 남긴 추한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

츠. 통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통계조사에 의

하면, 위의 세 가지 의미 모두 원인이 되는데 있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이가운데 그 원인 정도를 비교하자면, 구 동독의 추한 모습이 원인을 차

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통일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중

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t통일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점T r L

리고 경제적인 격차가 ''이등국민'으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독 식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은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서독의 불평등과 관련된 질문에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 가운데 流

가 동서독의 평등이 아직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이 성취한

것만큼 정의롭게 배분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5o%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l99l년과 l992년에는 그 비율이 8o%를 차지하였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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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독 지역 주민들은 꾸준히 3o%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辱

넷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의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l99l년에는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

하게 회의적 또는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

< 표 麗-7> 독일의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동독 지역 서독 지역

x 표시된 출자는 긍정적 답변에서 부정적 답변을 唯 출자임

동서독을 구분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면t 더욱 분명한 경향

을 볼 수 있다. 서독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동서독인들 모두 긍정적으

로 보 고 있는데t 그 비율에서는 동독 주민들이 조금 더 높다, 반면 동독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역시 동서독인들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구

동독 주민들은 더욱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T 독일 경제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경제 성장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

마) 의식의 차이에 대한 해석

위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독일의 일반 경제 상황은 나빠졌다고 평가하면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

은 자신의 개인 경제 상황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상황이 초래된 주요 원인은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개인 경제 상황의 호전

이 구 동독 지역 경제 기반이 튼튼하여서? 즉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힘에 의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라, 서독의 원조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l99l년

부터 l998년까지 서독은 동독 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총 l조2l5o억 마르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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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oo조원)를 투입하였다.98) 오늘날 구 동독 주민 수입의 撚이 서독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 즉,서독의 지원 덕분에 동독 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부와 복지를

누리게 된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사회에 불만족하게 되는 것

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이 지적된 바처럼 통일 후 형성된

의식의 장벽은 이러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 편에서는 고도로 발달

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부를 향유하는 사회, 다른 한편에서는 붕괴되어

가는 경제체제 밑에서 상대방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오늘날의

동독이 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자긍심을 잃고 심한 모멸감에 사로

잡혀 있다, 자신들의 개인 경제 사정은 현저하게 좋아졌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땀흘려 일구어낸 결과가 아니라, 남의 도움에 의한 선물이다. 자신들의 개인

경제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경제 상황은 나빠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석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서독 제도에 대한 동독 지역 주민

들의 불만족은 제도 자체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파생되고 있다.

자신들이 통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허탈감과 모멸감이 체제

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성취해내지 못한 것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동독 주민들의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상태이다. 서독 사람들은 전후 랄흘려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일

구어냈고, 따라서 그러한 체제를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독 지역 주민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자신들이 만들

어낸 것이라기보다는 타율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느낀다. 사회주의 독재 시절에

도 공산당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통일과 통일 이후의 과정도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타율적으로) 즉 서독 정부

98) R GeiBler, "Nachholende Modeinisien.ing mit Widerspruchen - Eine Vereinigungdbilanz

aus modemisierungstheoredscher Perspekdve", Aus Politik und ZeitgescHchte,
40(2000.9.22).

l 6 3



와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이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를 높이 평가

하고, 현재의 서독 식의 자본주의 체제를 평가절하 하려는 노력들은 그들의

소외감의 표출이요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자존감의 표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서독 주민들은 비록 통일 이후 엄청난 자기희생을 감당하였지만) 이러한

감정의 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3)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동서독 주민간의 의

식상의 차이 문제는 이미 통일 직후 예견된 것이었고? 따라서 의식의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이 시도되었는데) 그러한 통일교육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통일 lo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경험적인 데이터를 종합해볼 때,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인 지식과 정보획득 수준면에서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참

여 행위면에서나 서독 지역주민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래 의도하였던

동서독의 균형은 찾을 수 없다. 정치에 대한 관심f 정치 참여) 선거참여을 등

에서 동독 지역 주민들은 서독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다. 정당이나 노조에 대한 참여도 낮고,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 행위도 거의 눈

에 띠지 않고 있다 .

통일 직후 구 동독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것처럼 보였던 민주적인 정

치 문화의 형성은 통일 ll년이 지난 지금 거의 상실되었다. 구 동독 시절 정

치이데올로기에 회의를 품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도덕적t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정치 이해와 풍토가 현재 구 동독 주민들

의 의식을 다시 지배하고 있다.

구 동독 주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혐오를 느끼게 된 원인은 구 동독 정치문

화의 영향, 통일의 과정에 대한 불만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

나) 특별히 세 가지 점은 언급할 만하다. 첫째는, 통일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

다는 의식이다.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통일사회가 분명 평등한 사회가 아니

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은 '이등 국민'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으로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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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열등감이다. 구 동독의 경제가 서독의 지원에 절

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의식하고 있

다. 그들은 그러한 경제 지원을 건강한 통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기보

다는 난민 구호금이나 자선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는? 무력감이다. 자신들

이 통일 독일을 가꾸어 가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무력

감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

통일 이후 형성된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려운 점은

구조적인 측면이다.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에서는 새로운 민주적인 정치문화

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성장하지 못했다. 반면, 서독에

서는 동독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면서 민주적

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 안목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동독인의

눈에는 '공격적이고 잔인하게' 서독 식의 정치문화를 매개하는 데에만 열중하

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동독 지역 정치문화의 문제점이 동서독의 불

균형적인 의식의 문제인 동시에 서독의 지배문화에 대항하석 독자적인 정치문

화를 형성해갈 수 있는 능력이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결여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그러한 민주적인 정치역량의 결여는 극단적인 정치행태를 결과로 가져왔다
.

구 동독 지역에서 있었던 최근의 선거에서 구 동독 공산당의 후예정당인 독일

사회당(pDs)이 대약진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i999년 베를린 주 선거

에서 독일사회당(pDs)은 전체적으로는 l7.7%로 기민당과 사민당 다음인 제 3

정당을 차지하였고? 동베를린 지역에서는 39.5%로 제 l당을 차지하였다. 통일

직후인 l99o년과 l995년의 선거와 비교해 볼 때, 대약진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베를런은 구 서독 정당을, 동베를린은 구 동독 정당을 택하는 분명

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99) 또 하나의 사례로 극우주의 성향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 극우주의 정당의 당수인 하이더 (Haider) 논쟁에 대한 2ooo년 2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하이더와 같은 인물이 독일 정치계에도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동독 주민 가운데 l5%가, 서독 주민 가운데 8 %가 그렇다고 대답하였

99) Statistisches Landesamt Berlin, Berliner Statistik, 200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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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독일 국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극우주의 정당의 출현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동독 주민 가운데 l9%가f 서독 주민가운데 ll%가 그렇다고 대담

하였다.loo) 중도적인 정당보다는 극좌와 극우정당 모두에서 동독 지역 주민들

의 찬성이 높다는 사실은 모순되면서도 주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等

이렇게 볼 때t 통일 후 구 동독 지역 정치교육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

기 어렵다. 구 동독 지역의 정치교육은 구 동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서독 식의 정치교육 모텔이 그대로 수용되어 전개되었다. 서독의

모델에 따라 신 연방 각 주에 주 정치교육본부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각 정당

의 정치교육 담당부서가 동독 지역에도 확대되었다. 그 외에도 교회 등 여러

종류의 기관에서 구 동독 지역의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서독 식의

정치교육을 그대로 구 동독 지역에 적용하면 정치교육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

각은 환상에 불과하였다. 곧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lol)

첫째? 정치교육을 위한 재정이 공적 지원에만 의존하여? 재정이 고갈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였고, 정치교육 장소나 시설도 諒아 일반인들

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출

둘째, 정치교육 기관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동독 지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燎

친째,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교육 담당자들의 의식과 열성과 노력이

서독 지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서독 식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

해결여는 수요자들의 정치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참여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무관심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출

넷째, 정치교육 수요자들의 무관심은 공급자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질

적으로 매력 있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자료의 개발에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별히 정치교육 담당자들의 질적인 결여를 가져왔다. 그들은 정치

교육 계획이나 정치교육 교수법에 익숙해지지 않아 정치적인 토른을 찰발히

100) E. Crome, B . Muszynski, "Politikbedingungen und politische Bildung in
Ostdeutschland", Aus PoUtik und Zeitgeschichte, 25(2000.6.16).

10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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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다섯째? 구 동독 지역은 통일의 과정에서 공식적인 것이든 비공식적인 것이

든 결속력 있는 단체와 모임이 미약해져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서독에서처럼 정치교육 단체에 대한 후

원이 동독 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T 그러한 후원을 이끌어내는

창의적인 사고와 방법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여섯째, 실천관련적인 정치교육은 무엇보다 읍 .면 .동 등 낮은 단계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활력적으로 이루어지고 만개되어야 하는데, 구 동독 지역에서

는 아직도 위로부터의 수직적인 정치조종에 익숙해져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불필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 동독이 붕괴할 때 시민 연합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行원탁회의計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풀

뿌리 민주주의의 모텔로 인정되는 시민사무실, 미래설계실 등 시민참여는 동

독 지역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현상이다 .

4. 통일 전후 동서독 사회통일교육 비교

가- 통일전 동서독 사회통일교육 비 S L

l) 사회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t 국제이해교육이라는 및은 틀 안에서 통일교육이 다루

어졌다. 통일교육의 목적 역시 민주적 소양을 키우고, 동독에 대한 바른 시각

을 갖추게 하고) 올바른 통일의식과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데에 모아졌다
.

반면, 동독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체제를 가르치는데 통일

교육의 대부분이 할애되었다.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의 체제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대립과 투쟁

의식을 고취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과 국제정세? 통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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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하였다 수

2) 사회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서독에서는 동독체제에 대한 객관적 지식 전발J

동서독 체제의 비교? 동서 냉전체제에 대한 이해t 국제관계 등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일반 성인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

반면,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철학, 사회주의 정치경제 등사회주의 이념을 주

교육내용으로 삼았고? 서독에 대해서는 투쟁의 대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주로 가르천다 .

3) 사회통일교육의 방법

서독에서는 사회통일교육이 대부분 강의와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이는 주제

발표와 토른이 주요 교육방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화와 토른을 통하여 성

인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인식을 찾도록 지도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일교육을 받았고, 그 효과도 켰다.

반면, 동독에서는 대화와 토른보다는 지식을 주입하고 교화하는 방법이 주

를 이루었다. 사회주의 이념은 토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

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통일교육에 임하였다 幣

4)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

서독에서는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인 연방정치교육본부와

ll개 주 정치교육본부? 내독성과 전독연구소 등이 있었고? 정당 재단) 그리고

교회,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많은 사설 정치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 국가

와 민간이 모두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회통일교육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동독에서는 모든 사회교육은 국가가 관장하였다. 동독의 모든 교육기

관을 국가가 관장한 것과 같이 사회통일교육 역시 국가의 소관사항이었다. 이

러한 구조 안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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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었다
출

나- 통일전후 독일 사회통일교육 비33.

l) 통일 전후 서독 사회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 후 서독지역의 사회통일교육의 형태는 3 .

게 변하지 않았다. 내독성과 전독연구소가 해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통일교육

기관의 모습에 큰 변화가 없고, 사회통일교육기관의 활동과 프로그램에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내용에서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통일 이전에는 동독의 체제, 사회주의 이념, 서독의 체제, 동서독 비교, 국제

관계 등 일반적인 통일관련 내웅이 사회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있었으나
f

통일 이후에는 통일 후유증과 관련하여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 이로 인한 사

회적 변화, 심리적 통합 등이 새로운 통일교육내용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l993

년 이후 심리적 통합 문제가 제기되고, 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

로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자f 통일교육과 정치교육은 오히

려 통일 이전보다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통일

이후 줄곧 동서독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통일교육을 추

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다질 전망이다 會

2) 통일 전후 동독 사회통일교육

반면, 구 동독 지역의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 전

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통일 이전의 사회통일교육기관이 모두 해체되었고
.

목적과 내용과 방법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통

일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으로 일관하였으나? 통일 이후 서독식의 정치교육으로 바뀌었다. 통일 이

전에는 주입식 통일교육이 이루어졌으나, 통일 이후에는 민주적인 토른 방식

의 통일교육으로 바뀌었다 .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의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주 정치교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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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독일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접

l .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

2 . 학교통일교육 분야

3. 사회통일교육 분야





財. 독일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 통일교육을 고찰하였다. 동서독의 통일 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독일 통일 이후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통

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독일의 통일이 주는 통일교

육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일의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학교통

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여 보고자 한다 .

l-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

독일 통일은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 가

운데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會

가. 통일을 보는 관점

통일은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변화하는 것 뿐 아니라, 이질적인 가치와

문화가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제도나 체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T 상이한 의식과 문화를 통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

이점은 독일 통일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독일 통일 ll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제도적인 통일을 이루었으나T 의식의 통일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논의할 때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견지할 필요

가 있다. 첫째는t 통일을 제도적인 통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통

일은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제도적인 통일의 문제일 뿐 아니라t 의식의

통합의 문제이고, 사실상 의식의 통합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의식이 통합을

이를 때까지 통일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난 독일 통일 선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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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제도적 통일은 오늘과 같은 국제환경 하에서는 남북

쌍방이 정치적 합의만 이룩하면 어느 의미에서는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남북한 사회의 내면적 통일T 즉 마음의 통일은 정치 제도가 통합된다

해서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쌍방 모두가 구 시대

에 심어진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의 변화 없이는 참된 의미에서의 화해와 단결f

협력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찰

둘째t 통일을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통합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f

통일은 단기적으로 이룰 수 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라

는 점이 유출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t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의 통일 준비교육t

통일의 진행과정에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장기

적인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교육을 말한다. 통일

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분단된 남북한 사회의 궁극적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

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통일은 외형적 정치적 통일만이 아

니라 둘로 갈라져 있는 민족 사회의 실질적 통일? 실질적 읍합이기 때문에 통

일교육은 서로 달라져 있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가치관t 행동양식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따라서 북한 바로알기? 현대 한국사인식 f

분단현실 인식, 통일의 당위성 인식 등 단기적 과제와 더불어t 민주시민교육 t

평화교육 등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셋째? 성급한 통일 논의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을 얘기하기보다

는 평화와 공존을 화두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논의에서 통일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화해의식이 필요하고 나아가 그들과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는 공존의

자세를 갖는 것을 더욱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화해t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한 공존f 나아가 공

동체의 수립이라는 목표가 통일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연방정치교육본부 등 정치교육기관은 통일 이후에 더욱 중요한 기관

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전에는 정치교육과 통일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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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위하여 크게기여하였지만? 통일이후에 도

을위하여 더많은사업을 추진하고
정치교육과 더불어 국민통합

있다. 즉,통일
있는사람들과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이전에는정치교육에 관심
사람들이 주요

일 이후에는
목표 그룹이 되었지만t 통

모 든 국민이 정치교육 및통일교육의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떠올랐다는 점에

f .상황특수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직후독일정부는 구 시독의 제도를 구동독지역에
회통합이 촉진될 것이라고 속히이식하면 사

예측하였다. 사회통일교육 역시
을 동독 지역에 구 서독식의 방법

적용하면, 민주시민 의식제고와 통일국민
것이라고 보았다

출

의식함양이 가능할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고) 현재동서독간쉐는대림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점은

고 있다.
독일통합을 가로막는 주요요인이 되

통일교육은 그것이 실시되는 고유한 정치적인 상황을
시민들의 정치행위는 전제로 하여야 한다

.

'지금'과 <여기'라는 특정한 상황을
육은 이러한 특정한 정치적인

전제로 한다. 통일교
조건을 기초로 구상되고

나통일후구동독지역
시행되어야 한다準 그러

통일교육은 이러한 상황을
홀히하였다, 서독의 우수한 정치교육

진지하게검토하는데 소

제도와 프로그램을
에적용하려 하였다, 그 결과

그대로 들여와 동독
시민들은

저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정치
정치교육 프로?램에 참여하는 것이

불신과 극단적 정치행태를
주민의 의식통합은 요원한 과

초래하였고, 동서독
제가 되었다

.

여기서 우리는 독일의 통일이 아직도 미완성임을
지역주민들이 현재갖고

확인할 수 있다. 구동독
있는 모멸감과 소외감을 벗고

역할을 담당하고 그것에 통일사회에서 자신의
만족할 때 비로소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r t

그들은 통일사회를 긍정적으로 볼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통일이후f1독식정치교육을 통하여

역주민들의 의식의 개혁과 동독 지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은 실패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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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요청되는 통일교육은 현재의 통일사회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지금 f

과 <여기'라는 상황특수적인 통일교육 방안이 제시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

현될 때 비로소 의식의 개혁? 그리고 의식의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의식의 통합이 가능해질 때 독일의 통일은 비로소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독일이 맡고있는통일상황은 남북의 통일이후에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개연성 높은상황이다, 정치적인 의식과 참여와 능력은 그가지금처

한상황에서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와 주제를 대상으로 할

때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앞으로 독일의 통일교육에서 어떻게 전

개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통일 준비의 필요성

독일 통일이 낳은 최대문제점은 통일이 준비 없이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는 점이다. 그 당시동서독이 통일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2ooo년 6월l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통일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는상황
이다. 그리고 많은사람들이 통일이 한발짝성큼다가왔음을 느끼고 있다. 따

라서통일에 대한준비작업이 지금부터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육분야에서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

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위해교육통합 관련연구가 구체화되고 찰성화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

다.무엇보다 남북한이 시간을 갖고교육통합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필요

하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발전속도에 비추어 적절한 j기에 남북한 교육
통합 준비위원회(가칭) 등의 기구를 설치해 교육통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찰

특별히 독일에서는 통일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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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합을 위한 과도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여T 남북한도 어떤 방식
으 로 통일이 되든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문제점과 후유증을 예상해 남북한

교육체제의 완전한 통합 이전에 통용되는 잠정적 학교운영 방안, 교육과정 계

획안, 교재 개발도 필요하다. 치 하고 철저한 준비 없는 통일은 오히려 혼란

과 갈등을 낳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통일인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통합) 즉 국

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이고, 감상적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학교통일교육 분야

가. 학교통일교육 기본지침

서독에서는 l972년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체계적인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l978년 주 문교부장관회의(KMK)에서 통일교

육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을 기초로 하여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일선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

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서는 통일

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위 지침서가 학교현장에 하루 속히 착근되

어 국민적 합의에 따라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기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학

교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교과서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

어야 할 것이다
.

나. 학교통일교육의 영역

서독의 경우 학교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통

일교육기본지침(1978)에서 우리는 정치교육에는 통일교육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f 민족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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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러한 폭 넓은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가치관과 평화로운 문제해

결능력을 키워주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독의 이러한 정치

교육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통일교육을 모색하고 있는 남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통일전 남한 학생들의 통일준비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

다는 점이다. 서독에서 '정치교육T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진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르쳐 민주적인 사회를 건

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은 통일 이후 독

일사회가 갖고 있는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주적인 독일사회를 지템하

는 초석이 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교

육이념으로 수용되었으나, 아직 교육현장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민주적인 갈등 문화 또는 논쟁 문화의 정착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갈등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로 다른 체제의 통일은 그 안에 원천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의 육성은 우리 국민의 통일역량을 강화하

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

요한 일이다.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의 민주시민교육을 점검하고 우리교육에서 뿌리를 내릴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다출

둘째, 서독의 정치교육이 주는또하나의 시사점은 평화교육과 접한 관련

을 맺고 있다. 서독은 제 lf2차 세계대전을 겪은 나라로서t 평화의 이념이 민

주주의만큼 중요한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되었다. 정치교육에서도 평화교육은

매우 강조되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당면하게되는 갈등) 공격성

등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정치 교

육의 내용에서 언제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남북한은 서로 전쟁을 치

른 경험이 있어상호 적대감과 대결의식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큰문제점

으 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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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남북간의 갈등,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추구해 나갈수있는기반조건

으로서 평화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점은통일의 과정뿐아니라,
통일 이후를 내다볼 때에도 그 의미를간과할 수없다. 구동독학생들의 부
적응과 갈등 양상이 특별히 통일초기에 심각하였던 점은눈여겨보아 .야 할 필
요가 있다. 통일 초기사회불안과 불확실한 미레? 심리적 갈등이 폭력과 부적

응으로 표출되었다. 남북한의 경우에서도 통일이후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
적응과 갈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쉽게예측할 수있다. 통일후예
상되는 남북한 학생들의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그에대한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필요하다. 이를위해평화교육의 역할이 매우중요하다. 우리의 통일준비교
육은무및보다도 남북간에 분단5o여년간 누적되어온 상대방에 대한 대결심리
와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기초로서 평화를 만들어 낼수있는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위해우선우리사회에 조직화된 비평화적인 현상으로부

터야기되는 갈등을 데화와 화해를 통해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평화를
위한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평화교
육의출발점이라 할수 있다. 이를 기초로 통일대비교육은 전쟁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 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남북한간 평화공를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인식시켜야 한다. 민주적 이고 개
방적인 사고를 키워주고, 통일후 있게 될갈등을 평화적으로 풀어가는능력

을매개하고, 새로운 가치와 올바른 삶의방향을 재시하는 데있어평화÷小
은통일준비교육으로서 큰역할을 담당할 수있다.

친째T 통일 전 독일은 비록두개의나라이지만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면
서,민족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기본지침에서서
독은 양독일편들이 공통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

하였고, 동독의 발전에 대한사실적 평가를 강조하였으며? 동독인들 또한강렬
한통일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고T 서독이 독일전체를 대변하지 않음을 강조함
으로써 동서독 젊은이들간의 연대감을 강조하였다. 이점은 통일이후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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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 속에서도 동서독을 춰는 끈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유

래가 얼을 정도로 단일민족 구성체로 존재해 왔다. 수 천년 동안 남북에 흩어

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핏줄을 지닌 혈연공동체였으며) 역사와 문화를 공

유해 온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t 별다른 민족적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다. 즉T 한 민족이라는 점은 한국 사회 구성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분단 이후 비록 남북한이 다른 길을 갔지만t 동일민

족이란 점은 남북간의 이념 대립 및 경쟁의 벽을 해소하고, 남북한을 톨는 중

요한 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을 하나로 이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가 민족주의임을 확인하게 된다. 통일 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민족의 이념은 한핏줄로서 공통된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운 미래지향적 가치창출과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발전적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의 실현과 한민족 공동의 번영은 통일 한국

의 일차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서 민

족공동체 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족의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수립을 위한 통일대비교육의 수업방식은 <이질화의 사례집' 수준을 뛰어 넘어

동질성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 이후 공동의

집단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인 생활 수준과 생활 양식의 동질

화 또는 균등화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신적인 통합> 정신상태 또는 의식의 내

적인 통일도 중요한 과제인 바, 민족적인 연대 의식 또는 민족적인 공동체적

연대감을 공고하게 하는데 남북의 동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요소이

다.

다. 학교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이전 서독의 통일교육의 목적은 첫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둘째t 자유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

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 셋째t 이를 위해서 상대방*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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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도록 가르치고f 넷째) 학생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독 및 동구

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의 통일교육 목표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의 .통일교육은 주로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립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

적 이해를 중요시하는데f 무엇보다 학교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독일의

경우처럼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이를 통한 통일의식 함양

에 우선적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

라.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l97o년대 동방정책을 편 후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동독에 대

한 실상을 편견 없이 바로 알리는 교육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남북한 화해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실상에 대한 바

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관한 무지와 편견과 불신은 통일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실체를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에 알

리고T 이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동질성과 상이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질감과 불신감을 해소하며) 상호 이해의 수용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노력

을 통일교육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출

또한 서독은 학교통일교육에서 서독사회의 여러 특징들) 동독의 정치 .경제

적 상황f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사회주의 이념t 독일 역사와 동서냉전, 독일

분단 문제, 동서독 비교, 통일정책, 국제관계 등 비교적 폭넓게 통일문제를 다

루었다. 통일문제가 단순히 독일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통일 문제는

국내문제일 뿐 아니라t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에서도 남북한

및 아시아의 역사?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 등 폭 넓게 내용을 다루어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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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넓고 깊게 통일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찰

마. 학교통일교육의 방법

학교통일교육방법과 관련하여 독일의 사례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통일교육 자료 발간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북한이해, 통일문제

이해, 통일문답 등의 발간물과 더불어 실제 통일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참고자

료,설명자료 등을 제공하여 통일교육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

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통일교육용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출

둘째, 체험학습 권장과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통일교육 관련기관을 방문

하거나> 학교 내에서 독자적인 연구찰동T 공동작업? 예술활동 등을 통하여 통

일교육을 체험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우수논문 수상 중심

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아이디어 창출 및 실현도 주요하다. 하나의 방안으로 독일과

같이 통일교육 학생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

의 경우 정치교육 경연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독창적인 아이터어와? 독자적

인 연구활동T 인터뷰? 예술활동 등을 매체로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통일교육

의 큰 효과를 거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출

셋째? 교사들에게 각종 연수,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적합한 자료들을 스스로 제작하여 통일부 주최

현장 연구대회에 제출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

이를 위해 현행 통일부 주최 현장연구대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주

바. 학교통일교육 활용자료

독일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신문,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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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TT v 등 대중매체의 시청각자료? oHp 자료f 통일교육 보충자료? 교사용 통

일교육 보충자료T 학생용 통일교육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

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의 노력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큰 역

할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눈에 의는 점은 연방정치교육본부가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독일 정치교육의 본산인 연

방정치교육본부가 사회통일교육 뿐 아니라f 학교통일교육을 위해서도 큰 역할

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통일교육에서도 교육인적자원

부 뿐 아니라? 통일부 및 통일관련 여러 단체의 자료 개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일교육활용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여 좋은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

3. 사회통일교육 분야

가. 중심적 사회통일교육기관

독일에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통일교육담당기관이 존재하였다
.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이 통일교육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

부는 통일교육을 일정한 방향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

성 산하에 "연방정치교육본부計를 설치하여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이후 독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

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통일 준비 및 통일의 과정에서 독일 국민의 정치교육

과 통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고 통일 이후에도 구 동독 지역 정치교

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출

현재 남북한은 화해 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

비하는 통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때

에 통일교육 주무기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교육 주무기관은 전 국

민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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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교통일교육을 보다강화하고?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사회통일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다

양한통일교육기관들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이점차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 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체계적인 통일교육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주무 통일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

부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본부는 일차적으로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의식의 통합을 위해교육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을과제로 한다. 그러나

통일교육본부는 남북의 통일문제에서 더 나아가 통일 관련 영역, 예를 들면1

현재의 남남갈등 문제t 민족통합) 사회통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주요

과제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민족교육T 평화교육 등을 통일

교육의 이름 아래폭 넓게수용할 때통일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

남북 화해 협력시대의 통일교육 주무 기관으로서 통일교육본부의 주요 기

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통일교육 기획:통일교육의 청사진, 방향

?11 A1

2) 통일교육 조정 및 유관기관 지원

3) 통일교육 관련 사업(교육> 연수t 행사 등) 수행

4) 통일교육 관련 자료(학술지, 신문, 잡지, 시청각 자료 등), 교재(교사용 1

학생용) 성인용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발간

나.사회통일교육 대상

통일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성장세대 뿐 아니라 기성세대의 과제이기도 하

다.기성세대 역시 통일 후 전개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

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필요하다. 독일통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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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t 대체적으로 성장세대보다는 기성세

대가 통일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이고 평화적인 통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인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

이렇게 볼 때,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은 전 국민이 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특별히 공무원> 언론방송인* 교원, 통일교육담당자를 주요 대상자로 선정하고

정치교육 또는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수

학교 교원 등 통일교육 담당자는 통일교육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독일에서는 학교 및 사회

정치교육기관의 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전문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출

우리의 경우도 민간 정치교육 담당자를 포함하여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를

특별히 언론방송인은 사회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통일교육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독일에서는 언론방송인들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서는 그 동안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언른방송인들

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

다.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사회통일교육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요구에

적절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회계

층에 따라 특성화된 연수 프로그램f 다양한 도서와 잡지 등 간행물 발간사업 1

시청각 매체 개발T 경연대회? 전시회,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출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

첫째, 통일교육적 차원에서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는 일반도서와 정기간행물 등 다양한 간행물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사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발간물과 관련하여 독일은 暇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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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청소년 달력計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는데, 우리도 통일교육용 달력을 만

들어 배포한다면 무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세대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

둘째f 현재의 연수 프로그램을 특성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수 프 로 그

램을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을 포괄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

고? 연수 대상도 언른방송인? 통일교육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셋째? 통일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시청각 매체를 적극

개발하는 등 통일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먼

저l 독일에서 영화를 통일교육 매체로 적극 활용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燎

청소년들이 영화에 관심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국내 .외 영화 가운데 통일교

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방영하고t 이념성이 적은 북한 영화

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T v

활용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원 산하에 통일방송 설치를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럼으로써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북한 관련 방송 매체의 표본을 제시하

는 동시에 통일문제, 북한문제? 통일교육 문제를 고루 다루어준다면 현재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교육방송(EBs)이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설 기관으로 출발하여 한국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벤치 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零

넷째? 독일의 사설 정치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승인

심사를 통하여 정치교육기관으로 승인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통일교육협의회? 대학통일문제

연구소, 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경쟁, 심의,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앞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수

행되는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다. 통일교육 직후

연수 내용? 방법? 강사? 희망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나

l 8 6



통일교육전문위원 등과 같은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원에서 받은 교육내

용을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활용하였는지를 교육 이수 후 일정시간

경과 후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글

라.사회통일교육의 방법

과거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원칙적이

고 형식적인 수준의 주입식 강의방식 위주로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피교육자

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해교육의 내면화 효과가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시대의 통일교육은 교육 자체가 가지는 특성과

교육대상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방법과 학습기법이 다양하게

개발 활용되어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새로운 통일교육의 방법은 크게세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잡지, 신문, 정기간행

물?서적 등 다양한 통일교육용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찰 특

별히시청각 자료는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출

둘째, 현재 국내 통일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연수방법은 주로 강의 방식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 반면f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방법이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중

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점은우리의 통일교육 연수 방법이 좀 더

다원화 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셋째, 통일교육에서 인터넷 등 현대적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홈페이지는 일차적으로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소개하는 기

능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정치교육을 위한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정치-2

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정치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정치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교육은 특별히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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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체험학습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독일의 많은 정치교육 연수에서 체

험학습을 위한 현장 방문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이나 동아

시아 정치교육 연수는 체험학습이 지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일반 연수에

서도 정치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특정 지역에 장소를 정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수학 여행에서도 정치교육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방문

하여살아 있는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노력은 체험학습

이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일필요가 있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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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l>

통일 전 서독의 u사회 n 교육과정기본계획만

l) 라인란트.팔프 주 H사회n 교과 교육과정기본계획안

<ll학년>

. 인구변화
독일 인구변화와 그로 인한 정치적
문제점 파악

.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관계
-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 직업 .수입 . 재산구조 이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비판 .. 사회적 약자
적 입장 - 계층, 엘리트, 사회이동, 교육, 사

회적 역할 등
서독

사회의 - 계층특수적인 교육행태와 그 원인
특징, 사회적 계층 결정에서 직업교육이 - 기회균등

구조, 차지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적 . 직업교육의 현황, 청소년 실직문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토론 N1

.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토른

-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사회화의
의미

사회적 규범과 가치변화가 갖는 정 - 여성과 직업
치적 의미 파악 . 교회

. 여가시간과 여가행태
- 청소년 그룹

- 마르크스 사회이론의 기초와 기
. 계급

본 개넘 파악 - 계급 투쟁
- 마르크스 인D학과 소외 이찰, 역 - 잉여가치

사적 인회주의, 정치경제, 혁명이
론 이해

- 무계급 사회

마르크스
사회이른 . 당의 역할

레닌에 의한 마르크스 이론의 수용
의 기초 . 혁명 이론

과 전개과정 이해
. 프롤레타리아 독재

마르크스 비판주의자들과 신 마르크 .. 인간이해
스주의자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 역사이해
대한 비판 이해 - 마르크스가 보는 역사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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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원칙
경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 상품과 재화의 순환

. 시장과 가격 형성

. 경쟁원리, 카르텔법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l- 기본법이 보장하는 경제자유권

- 사회국가의 원리, 사회보장제도

연방중앙은행과 연방정부의 국가.. 통화정책
서독의 적 경기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l. 자유시장정책
사회적

대한 o1해 - 무역정책
시장경제

. 현재 독일 경제상황
시장경제적 해결책의 가능성과 한 .. 구조조정 정책
E1 . 투자촉진과 경제지원

. 성장의 한계

. 수입과 재산의 분배
분배 정의 문제에 대한 이해 . 임금과 수익

. 재산형성 모텔

- 동독에서의 경제정책 결정 조건
동독 .중앙경제체제의 제도, 과정 - 경제계획 과정
문제점 이해

- 경제계획친원회

- 절제, 재산, 노동에 대한 동독 헌
법의 규정

동독 경제의 이념적이고 법적인
동독의

기초 이해
.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

중앙집 중 - 작업세계 조직형태로서 협동농장
경제 . 노를의 기능

. 비교준거
. 효용성

동서독 경제체제 비교의 가능성과
. 가격형성과 욕구충족

한계에 대한 이해
.사회적 정의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 l 2학년>

일상적인 정치경험 분석을 통하
- 운전면허시험
. 특정집단의 이해와 전체 공동체

인 긴치 대상, 과제, 한계에 대한 의. 복지 사이의 갈등

정치적 의지 형성의 조건을 이해 -- ''정당민주주의 ''
피찬,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 ''이해단체국가''

서독에서의 전략에 대한 토론

정치적 정치적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 l. 정치적 참여
의긴를성 사례 분석 및 토론 . 인민단체

정당의 정치적 기능을 국민의 정
- 정당

. 정당법
치참여적 관점에서 분석

. 정당 내의 민주주의

- 연방헌법 재판소
정당 금지의 이유에 대한 이해 - 극단적 정당에 대한 법적 판결
및 극단적 정당에 대한 토른

-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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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표활동과정

. 특정 정당 지지자
정당의 득표활동의 방법 이해

. 유권자의 행태
- 선거 분석

여러 선거제도와 서독의 선거제 . 다수결의 원칙
도에 대한 이해 .- .자유 .평등 .직접 .비 선거제도

선거에 의한 정당화 과정 이해 . 막스 베버 : 전통적, 카리스마적 (

합리적 적법성

국가 헌법기관의 선거 및 활동에 .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
.

대한 이해 연방친출령 , 연방헌및 재판스
.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권력 분리

민주적 권력의 기초 이해 - 기본법 2o조

입법과정에서 국가 기관의 역할 .. 입법과정 도식
. .입법 ,차례
- 연방수상

정치적 지도의 헌법적 기초 이해 - 정치지배 스타일
. 관료주의

입법과정에서 정당, 의회의원,. 이 - 연방정부, 연방의회의 입법과정
해단체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영향력 이해 에의 영향력

. 연방주의 .중앙집 권주의
연방의회의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의회에 대
능력 설명

한 평결

연방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 연방대통령

대한 이해

정치적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
판소에 의한 법적 평결의 가능성

. 법과 정치의 관계
- 법치국가

서독에서의 과 한계에 대한 토른

정치 행위 . 연합정 권
집권당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 다수결의 원리

. 국제적 관련성 고려

서.독 정치제도에서 .야당의 기능 .-...야당

. 갈등
정치결정에서 타협의 가능성과

- 의견일치
한계와 가치에 대한 논의

- 타협

- 법의 영향력

입법과정과 법의 적용에 대한 사 . 정권
- 입법부

례적 이해
. 행정
. 관료주의

국회의 내부조직과 운영방식에 - 국회의원
대한 이해 . 국회 운영방식

소속 정당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 . 국회법 2l조와 38조 사이의
서의 국회의원의 갈등상황 이해 긴장관계

. 의회의 조정권한
의회의 조정권에 대한 이해 - 조사위원회 등 의회 조정권한의 영향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견의 .. 연방의회의 의회 기능에 대한 이
논거와.친점 이해 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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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관점1

. 정당성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동독의 동독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와

. 정치참여
정치제도 서독의 정치제도와의 비교

. 가치 및 이해관계에 대한

. 국민 기본가치의 보장

.. "새로운 형태의 정당인으로서
공산주의 정당의 상이한 민주주의

의 독일공산당
.- "민주적인 중앙집권주의

' '

동독과 서독 선거의 과정, 기능, 정l- 동독의 선거
치적 의미에 대한 이해 .- 동독 의회

정치제도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정당과 국가..- 정치위원회

.- 정부의 특별한 관계

.- 당수, 국가원수, 수상

동서독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l- 독일 공산당 평결 사례
이한 이해 설명 .. 부분적 대표와 전체적 대표

< l 3학년>

l9l7년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 월슨 : 정치의 민주화와 국제조약을.
i9i7년 이후 자유주의와 공산주 . 통한 평화정착

l9 l 7년 의 두 이념이 .글제정치를 지배.- f]닌 .: 피글투쟁,. 혁명., 제국주인와.
하는 이념이 되었음을 알게 함 . 전쟁의 원인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공인주의 질서 해체

- 미국 : 국내문제에만 관심, 외국과의
관계는 경제문제에만 집중

l9l7년 이후의 국제정세 이해
- 를딘 :혁명 를 블안한 국내정세, 잠.

정적인 외교적 고립

- 미국과 소련이 세계 정치의 중심국.
가로 부상

제 2차 세계대.전이 세계 정치에 .. 를일, 이탈리아, 일본은 강대국에서
미친 영향 인식 제외됨

- 프랑스와 영국은 두 번째 강대국으.
로 존속

l945년의 i945년 이후 국제관계와 평화정 .- 세계평화를 위한 모든 국가의 협력
세계 찰합 착을 위한 루스벨트의 국제연합 .. 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

구상에 대한 이해 . 개방적 시장경제

- 강대국의 기준
미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

. 경제대7
한 점을 이해

. 핵무기 보유

동유럽에서 소련 중심의 평화질서
소련의 반대세력 형성과정 이해

출출국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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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국 회의

. 이념적 대 립
동서 대립의 형성과정, 외교 .안
보정책 이해 . 동유럽의 소련화

- 냉전

- 나토 및 인르인바 조약기골
- 정치의 목적으로서 자유 안에서

의 평화
군사전략과 정치적 목적의 관련

. 린치의 과제로서 전쟁 억제와
냄전 성 이해

평화 유지
- 서방 연합인 안보.

군사위협 정책의 영향력과 위험 . 군사위협 정책의 평화유지기능
- 핵무기 증가의 위험요소

에 대한 이해
. 무기 증가의 경.제적 비용

군비증가 통제의 동기, 목적, 형
. 군비증가 통제 노력
. 군축

태 및 긴장완화 정책
- 안보와 군축의 관계

연방 군대 설치의 동기와 목적 . 서유럽 연합의 안보와 평화
에 대한 이해 - 주권의 확보

. 군인으로서의 의미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장 군대의

喆 . 기본법 네에서의 군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분석

행동

병역의무와 징집불응의 관계에 l. 병역의무(병역의무법)
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토.. 징집불응에 대한 기본권
론 . 병역에서의 정의

暇두 개의 국가 - 하나의 민족인이
라는 테제에 대한 이해

- 기본법 l46조
기본범에 명시되어 있는 통일

.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
규정 이해

인판소의..결 정
동서 . 국가민족

갈등과 민족 개념에 대한 이해 . 문화민족
독일문제 . 사회주의 민족

서독의 민족 개념과 자결권과의
관련성 이해

동서독의 통일과 유럽통합과의
접한 관련성 이해

독일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 이1- 1815 : 독일연합
해 - 1871 : 독일제국

.- 숭전국 외교정책의 주요 대상으로서

독일 분단이 나찌가 원인을 제 독일
. 소련과 서방국가의 상이한 점령

5i
공하였고 동서대립의 범주 안에

정책
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인식

. l945년 이후 강화된 동서대립

. 서독과 동독 국가의 건설

아데나우어 초대 대통령의 통일.. 득일인의 인권과 시민권
정책과 소련의 반응을 분석하고 .. 국제관계i 나토, 바르샤바 조약기구
통일의 가능성을 분석함 . 등의 맥락에서의 통일정책

동방정책과 통일정책의 기초와 .- 동서독의 접근
중요 요소 파악 - 동서독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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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독 기본조약
상이한 체제의 두 국가간의 조약
의 가능성과 기회와 한계

- 조약국의 이해관계와 상이한 해석
- 조약의 영향

독일정책이 동서 양 진영의 화해 . 민족통일과 동서독 관계
또는 긴장완화 정책에 얼마나 영 . 동독의 폐쇄정책

향을 받는지 파인 - 민족적 .이해와. 국제관계의 발전
정치적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
고, 분단의 .불합인성을 이천하고 .

자유와 평화의 원칙 아래 통일이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

. 지리적이고 정치적.법적인 특델 위
.독일분단의 치로서의 베를린

베를린이 득일 분단의 거울임을
.상징 으로서 - 1948/49년의 베를린 위기

인식
의 베를린 . l96l년 베를린 장벽 건설

. l97l년 숭전국의 합의사항

유럽연합의 근본 동기와 목적 이 . 유럽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
해 - 유럽의 역사, 지리, 정치

. . .

유럽통합과정의 목적과 방법과 관l- 연방국가, 연방의회
련한 대안 . 기능적 연합국가

. 유럽의회, 유럽경제공동체 등 제도
.유럽 연합의 와 기능에 대한 이해

형태와 유럽통합의 노력, 난점, 문제점 등
. 결정과정의 구조

문제점 에 대한 이해
. 개별 국가의 관심과 예외사항
. 각종 린책(농업, 지역, 경제 등).
. 유럽의회 선거

유럽통합 진전의 필요성과 가능성 . 유럽통합
에 대한 판단과 토론 - 평찬, 자유,.사린릿의 구현에 있어

통합 유럽의 기여

- 국제적 상호의존성
국제적 갈등구조의 기초에 대한
이해 - 국긴정치의 주역, 이해관계, 동기)

목적,.수단
.국제 관계의
.상호의 존과. - 국제관계 구조의 역동성

4 잡 성 . 양자대림, 다자대림
국제관계 변화의 가능성 검토 . 동서갈등과 남북갈등

. 개별국가의 기능 상실

. 제3세계 역할의 증가

- uN총회, 안전보장이사회, 하위조직
국제조약 juN의 역할과 기능 이해 - u N 내에서의 갈등

범주 - 국제정치에서의 u N 의 기능
안에서 의 - 유럽공동체, 나토, u N 안에서의
정치행위 국제정치에서 독일의 이해를 대변

외교정책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 . . 개별 t f 외?정책천 한리

. 대결, 공존,.협력
국제정치의 변화 파악 - 무력 사용의 증가/감소

. 신식민주의

.국제정천의 l이해관계 조정, 사회핀의 구현, 평좌절 .- 국가적 이해관계
변화와 l착을동기z하는를제관친의 변화이해.l . 국제정치의 규범과 목적
전망 . 합의된 공존

국제관계의 변화가 촉진되거나 약l. 상호 협력
화되는 과정 이해 - 국제관계의 중심으로서의 u N

- 선진국과 후진국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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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더작센 주 a사회n 교과 교육과정기본계획안

<9학년>

사회심리의 .o 청소년과 그룹

기본 개념 lo 집단심리
이해 lo 공동체의 편견

o 사회계층과 그것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청소면 상황 .o 청소년과 여가

o 청소년의 법적 지위

o 공동체와 갈등

공동체 o 공동체의 과제

o 공동체 이해 관련 사례

<lo학년>

o 가족구조의 변화

o 서독의 사회계층
서독의 사회

o 직업의 구조 변화

o 이해관계의 갈등양상과 사회단체의 역할

o 기본법

서독의 o 서독의 정치제도

정치제도 o 서독의 정당

o 법, 판결

o 국가정 당으로서의 독일공산당과 하부조직

o 동독 국가
동독

o 법, 판결

o 동독 사회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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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학년>

o 상품의 생산

경제의 개넘 lo 서비스 산업
o 경제 원칙

경저) lo 소비
순환과정과 lo 생산
경제행위의 jo 시장과 수요공급과 가격형성

관련성 lo 국가의 역할
o 성림과정

국가총생산 .o 증감
o 다른 나라와의 비교

o 시장경제 모텔(서유럽)
현대적인

o 중앙집권적 모델(동유럽 )
경제제도

o..7인와 린인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동서유럽의 변화

o 경제조직의 종류
초국가적

o 개별국가경제와 세계경제의 관 계
경제조직

o 개발도상국가

(12 ~ 1 3학년>

o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그룹

o 전통적 경제질서와 합리적 경제질서간의 갈등

o 시장의 확대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산업화의

o 농업 혁명
과정

o 기술 혁명

o 인구구조의 혁명적 변화

o 기업체와 국가 관계의 변화

o 대기업의 탄생
산업화와 o 노동의 조직화
산업사회 o 생산과정의 변화

o 생산의 증가

o 합리적 계획
산업사회 로

o 시장경제로의 변화
의 발전

o 국가의 간섭의 확대

o 농업 생산성의 증대

o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형성

o 전세계 경제의 산업화의 필요성

o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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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9세기 사회구조의 변혁

o 노동자 계급의 사회운동

사회의 lo 마르크스의 이른: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의 계급투쟁
변화와 jo i9세기의 기타 사회적 문제

사회적 문제j o i9세기와 2o세기의 발전
o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구조

o 대안적 사회상

산업화와 o 산업분야의 변화
산업사회 o 다양한 직업교육의 필요성

o 기업체의 경제권력

현대 .o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안정적 추진
산업사회의 jo 경제생활(소비와 절약, 재산형성, 노동과 여가에 대한

제문제 . 인식)
o 계급사회 또는 중산층 사회 또는 다원화 사회

o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

o 다원화된 산업사회의 긴장요인들

o 민주주의의 구조

o 서독의 의회민주주의 제도
현대

o 서독의 정당과 선거제도
민주주의 의

o 영국의 민주주의 제도
기본형태와

o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요 소

o 현대민주주의의 헌법적 기초

o 여른의 기능

o 경제분야에서의 민주적인 요소

o 이해집단의 다양성

사회의 o 교육분야에서의 기회균등의 실현

민주화 o 남녀평등의 기회와 한계
민주주의 의

o 사회제도에서 권위구조의 점진적 해체
구조와

o 민주주의의 모델로서의 비례대표제 문제
문제점

o 헌법과 현실과의 갈등, 자유권과 평등권의 모순

o 비민주적인 세력에 의한 헌법 오용의 가능성

o 정치와 법과의 관계

o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요인으로서 경제권력의 집중

현대 .o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영향력의 범위
민주주의의 .o 사회에서 권위주의적 구조의 잔재
문제점 .o 현대사회의 기술화와 관료화에 의한 개인의 자유

제한

o 여론 조작의 가능성

o 갈등과 합의의 대립

o 기회균등 실현에 있어서의 사회적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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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정치구조에 미친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

o 무기개발 기술의 새로운 차원
템 전구조

o 서독의 자유동맹에의 편입과 동독의 공산주의 동맹에

의 편입

o 동서 사회체제의 경쟁
핵무기 o 정치적 대릴의 기본적 문제점
시대에서 l권력과 이넘

o 제 3세계의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해방전쟁
U 1 U 1 Sl| U U

o 제 3세계 국가간의 갈등
긴장과 갈등

o 국가간의 권력 갈등

o 분단을 통한 위기 해소

위기 해결 lo 불간섭을 통한위기해소
방법 lo 군축, 국제경제협력, 이념적.인종적 대립의 해소를

통한 평화와 균형 유지의 가능성

식민지 시대lo 권력공백과 소련공산주의와 미국 자본주의의 영향

이후 lo 새로운 국가탄생과 세계정치적 문제점들
-UU-obU ob- [o 선진국으로서 의 일본

제3세제의 .아프리카와 .o 아프리카의 세계정치적 영향

등장과 l세계정치적 lo 새로운 국가의 한생과 동서 진영과의 정치적 관계
개발도상 l 의미 .o 북아프리카 국가와 아랍동맹과의 관계

국가의 개발도상국, lo 저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문제점 개발도상국 lo 개별국가 발전의 특수문제점들

윈조, lo 개발도상국 원조의 동기
개발도상국 lo 개발도상국 원조의 종류

@ a jo 개발도상국 정책의 문제점

o 기술 발전의 세계적 영향

기술 발전을l o 식량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국제 무역의 절요성

통한세계화. o 다국적 기업, 국제경제공동체 의 탄생

o 선진국 산업구조, 사회구조의 평준화

전통적으로

분리된 o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한 세계 교회의 협력

미래의 l s직의 o 국제노동조합

세계 l세계적 협력
세계이해를

o 세계 국가의 평등과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u N
위한

o 세계 평화조직으로서의 u N
정치조인

o 핵무기 시대의 안보 덜레마

정치 문제 lo 이념적, 민족적, 인종적 편견과 도그마의 극복
o 제 3세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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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통일 전 서독의 M사회 " 교과서 내용

1) 1970년 교과서

l. 소련점령지가 독일민주공화국(DDR)으로 발전함

2. 동독(DDR)의 헌법

3. "사회주의 건설
' '

4. 1953년 6월 l7일 항쟁

5. 소련화의 과정

6. 동독(DDR)의 동구권에의 편입 과정

7. 독일 통일의 문제점

7.l.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입장

7.2. 공산주의 정권의 입장

7.3. 독일 국가와 독일 국민

7.4.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국회의장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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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 공산주의 정당의 성립과정

소련은 술수와 테러를 통하여 반대파를 제거하고 친 소련 위성

정부를 세움

o 동독의 헌법은 형식적으로만 민주적임

o 동독의 사회주의 통합정당(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행사함

o 동독 지역은 5개 주로 구성되며, 고유한 주정부와 주의회를 갖.
l..................................... . 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정부가 실권을 행사함

- 동독의 헌법은 형식적으로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를 강조하

고 있음

. 그러나 동독에서는 정당들이 공산주의 정부에 종속되어 있고
.

정부의 주요 요직은 공산주의 간부가 소유하고 있고, 강압선거

가 행해지고, 찬반투표만 가능한 등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특징

을 찾을 수가 없를

- 따라서 헌법과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

. 동독은 5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가 형식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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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l7 사태 이후 동독 정부는 州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함

- l96o년 농업 부분의 집단화를 강압적으로 완성함

.................z :.....E4..13... - l96l년 새 노동법이 제정되어, 파업이 금지됨
. 동독 의회는 국가원수제도를 철폐하고, 국가이사회 제도를 도입

- 국가이사회는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초

법적인 권한을 지니게 되었음

K........................................ . 국가이사회 의장이 국가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게 됨

o 동독은 l95o년을 전후하여 동구권과 외교관계를 수립함

o 폴란드와 국경협정을 맺음

o 동구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협약기구에 가입함

o l955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함

o l955년에 소련과 국가조약을 체결함

o l956년에는 소련과 군사조약을 체결함

o l964년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상호조약을 체결함

#f|i|fllf||l4l츠.l .識
l.................÷.÷.....................÷................................... - 1949/50년에 중국, 북한, 몽골로부터 국가로서 승인받음

. 서독 정부는 폴란드와의 국경 조약에 반대입장을 표명함

. l95o년에 동구권국가들과 상호경제원조협약(코메콘)에 가입함

- 이후 동독은 동구권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함

- l955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함

. l955년에 소련과 국가조약을 체결하여 동독을 정식국가로 인정
.小二三三三三三..三..........i....二.....÷.....÷;
.小..三.三......................................

.i.4l|lll !l.4!|ll - l957년에는 소련과 군사조약을 체결하여 소련군이 동독 지역에

주둔하도록 함
.j..#...(...二l二iiilliii二lll. - l964년에는 소련과, l967년에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

.............1.....).44.... .....)... 블가리아와 상호 협력 조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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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 통일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입장 설명

. 서독 정부는 i949년의 기본법에서 독일 통일까지만 적용되는 잠정적.
인 헌범을 공표함

- 서독은 독일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음

- 동독 정부는 동독 주민의 의사를 데변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의 입장.

t................................T.1..÷...:..........i
만 대변함

. 서독 정부는 보통선거, 직접선거, 자유선거, 평등선거, 비 선거를 통.
tU ".'''::;'asS::;S:K?1 하여 국민의 의지에 따라 선출된 정부임

. 따라서 서독 정부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서 국내, 국외를 대표함 .
E...................................................l
t.....................

o 독일 통일에 대한 공산주의 정권의 입장 설명
二.小...s.........三츠三zss - i949년 동독 헌법은 독일 지역에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함을 천명함 .

- 그러다가 동독 정부는 소련의 영향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독일에 리
............÷........÷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함
............÷.÷......
..;츠sssss34ss ...! - 독일 통일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방 형태를 통해 가능.
E................................................1...i 함을 주장함

- 서독 정부가 이 입장을 거절하기 때문에 두 정부 사이의 대화는 불.
가능함

t............... ....................................
- 그럼에도 두 국가 사이에는 경제 및 인적 교류가 행해짐

l............... .............4:.....................i .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거리는 점차 멀어짐

. 동독이 새로운 국기를 채택한 점, i96i년의 베를린 장벽 건설이 그.
Eliliil&I 점을 설명해 줌

o 독일 국가, 독일 민족, 독일 국민의식에 대한 설명
. 독일국민 의식은 독일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 때 가능한데 그것.

을 민족국가라고 부름

. 민족국가는 프랑스 혁명 때에 탄생한 개념임
l...................................................i

. 모 든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국가론은 이후 19-20|
....................................:.................| 세기 서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유럽은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간의 분명한 경계설정이 어려운.
......................................... ...........i
................................................. ....l 특징이 있음

. 국가민족의 대안으로서 문화민족이라는 재념이 등장하였음

.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 ...............i

l............... ................. o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국회의장이 l96l년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 소개

. l945년 이후 독일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가 총 533일이나 개최됨

. 독일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임
.#??. i...三를三;l츠三sllis
j.........÷.... ................... - 독일과 국제평화를 위하여 평화조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음
............. ........≥..........

驪小小.小를加.小加..................................................... ...................................................................... - 평화조약에는 l) 미래 전체 독일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위치, 2) 법

적이고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국경문제, 3) u N 헌장에서 보장하는.
민족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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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3년 교과서

l. 소련점령지가 독일민주공화국(DDR)으로 발전함

1.1. 1945년부터 l95o년 사이

l.2. 중앙집권적 연합국가로서의 동독

l.3. 동독(DDR) 사회의 변혁 과정

l.4. 6월 항쟁 - 국경폐쇄 . 발포명령

1.5. 1968년 동독 개정 헌법의 서문

2. 동독(DDR)의 소련 동맹체제로의 편입과정

3. 독일 통일 관련 문서

3.l. 헌법 내용

3.2. 성명서, 인터뷰, 기본조약

3.3. 독일 국민, 독일 민족, 독일 국가

3.4. 외교정책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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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를 세움

1111112. 중앙집권적 연합국가로서의 동독(DDR) 소개
. 국가의 모든 기관을 공산주의 정권이 지배함

. l95o년부터 l97l년까지의 동독 의회 선거의 과정 및 결과 소개

. 동독의 주요 국가기관 소개

. 동독 국가(國歌) 소개
..............................................................i

o 릿반제국주의적 이고 민주적 인 변혁"(1945-52년)

. l945년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 국유화 단행

- l945년 사유재산의 국유화

o 릿사회주의 건설計(1952-57년 )

o 暇사회주의의 완성計(l958년 이후)

. 농업의 집단화 및 학교제도의 사회주의화

.4. 6월 항쟁 - 국경폐쇄 - 발포명령 등 일련의 과정 설 명

o l953년의 6월 항쟁

- 동독 정부의 "새로운 방향" 선포

- 동베를린에서 대중들이 항의 시위를 벌임(시위과정 자세히 소개)

- 6월 항쟁의 성격과 결과

. "새로운 방향인의 종말

o 국경폐쇄

- 1346km 길이의 서독과 맞랄은 국경을 폐쇄함

. 각종 군사시설로 무장함

- l96l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면서 등독의 국경으로 확정됨

o 발포명 령

- 국경을 히가 없이 넘어갈 때 발포명령이 국경수비대에 부여됨

|5. 1968년 동독 개정 헌법의 서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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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헌법 내용 소개

. l949년 서독 기본법 서문

- 서독 기본법 제 l46조

. l949년 동독 헌법 제 l조 제 l항

. l968년 동독 헌법 서문

. l968년 동독 헌법 제 8조 제 2항

o 성명서, 인터뷰, 기본조약 소개

. l949년 서독 연방 수상 아데나우어의 정부성명

.4l ....J.÷......... .. . . . l949년 동독 수상 그로레볼의 정부성명

.......................... .. - l954년 소련 정부의 성명서

- l954년 서독 정부의 성명서
.................. ... ..............! . l96o년 철학자 야스퍼스의 T v 인터뷰
二二...二二.二二.........................

.

. l964년 소련과 동독의 협정

F..J.J.J.÷.....J.....÷.J.÷.........J.................T÷.) . l969년 서독 수상 브란트의 인터류

. l97o년 서독 수상 브란트의 국가 현안에 대한 보고

. l97o년 동독 수상 스토프의 정상회담 연설

FiiU\Siiii:I . l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M M I I I -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서독 야당대표의 입장

. 기본조약에 대한 동독 공산당의 입장
........ ... . ........................i o 독일 국민, 독일 민족, 독일 국가

.............................. ........................ l . 독일국민 의식은 독일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 때 가능한데 그것

j.................................... 을 민족국가라고 부름

j.......... ....................... . 민족국가는 프랑스 혁멍 때에 탄생한 개념임

. 모 든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국가론은 이후 19-20|
세기 서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유럽은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간의 분명한 경계설정이 어려운.

j..........:....... .....................................i 특징이 있음
[.:...................................... . 국가민족의 대안으로서 문화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음

.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4fliilll츠.llll二;;?4il

o 외교정책적 측면 소개

. 유럽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독일의 과제임

. 유럽의 중심에 있는 독일의 지리적 여건상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통

일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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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3>

통일 전 동독의 M국가시민n 교과서 내용

l) 7학년 국가시민 교과서

l. 너와 너의 시대(서론) 2시간

2. 의미 깊은 출발점에 대하여 8시간

3. 강력한 사회주의 조국 건설을 위한 싸움에서 이룩한 우리 lo시간

국민의 위대한 성과들에 대하여

3.l. 높은 수준의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3.2.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동독의 사회주의 농업

3.3. 사회주의의 높은 사회적 .문화적 성취

4.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 사회주의 5시간

의 정치적 영도력

5. 실제 정치적 문제들, 구체적인 사건들t 계급집단 l 5시간

(Klassenkollekiv)에 관한 문제와 질문들

총 시간수 3o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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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의 정치적 발생과 우리들의 공화국 사람들의 짧의 전체 세계와

의 구별되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또한 정치적 문제들의 다

양성과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투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우리 시대 안에서의 사회적인 발전의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세계에 걸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의 대결에 자신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 .....÷...............i .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사회생활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확립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정당(sED)의 정책에 대한 지식과 그 정책의 사회
l.....3..z..3.3.÷÷÷÷÷÷.........4...÷3÷.E3÷.....÷..........i

과학적 기초를 결합시키는 것이 과제임을 경험하여야 한다.

. 너의 시대는 세계 안에서 거대한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며 사회주

의가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시대이고, 우리들의 사회주의 조국이 강

...................3...............E.)..JJj 력한 동지들과 함께 평화와 전진을 위한 투쟁을 수행하면서 세계

.........................................)
안에서 점점 더 활동을 강화하고 폭넓게 인정되어 가는 때임

..........................................!

...................................f.f.f.3! . 너의 시대는 제국주의가 평화를 위협하고 전 세계에 걸쳐서 사회주

의를 부정하고 그 모든 발전전인 운동을 방해하려는 영향력을 점차

]i|b.aiml 적으로 상실해가는 시대임
.............................. ....................... l

.... ....................... ........................3 . 너의 시대는 사회주의의 강화와 평화 수호에 있어서 명확한 계급적

태도와 역동적인 실천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임

...................................... .................i
.......÷J.33J÷.....3............j . 바른 정치적 세계상과 실천의 정립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책
................................i

과 사회과학적인 인식을 결합하는 것이 필수적임

.:.z.3...).f...3.3...f.f.f.f.f.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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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 단원에서 학생들은 동독의 반파시스트적.민주적 형성을 위대한

역사적 성취로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나아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의 황폐함과 혼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동독 형성의 토

대로 연결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의 동독 시민으로서 동독의

형성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 특별히 히틀러 파시즘에 대한 소련의 승리와 반파시스트적.민주적
l.ii.llllI|.÷l.#?ll4#|三#.

변혁에 있어서의 소련의 도움에 대한 지식의 획득을 통하여 국제적

hi二!l二lll.三......i.lllll|ll. 조건의 형성에 대한 학습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소련에 대하여

....................................................i 굳은 연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파시스트적

독일 제국주의에 있어서의 히틀러 파시를의 잔재와 서독 지역에서

의 민주주의적 변혁에 대한 방해에 대한 학습은 특별히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심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학생들은 독일공산당(KpD)이 독일의 혁명적 변혁을 위한 목적과
|.U:U:UUU.y:.U..-.".U:-.".. ..二!
....................................................... ! 길을 마련하였고, 노동자 계급의 인도를 받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목

|W ii l l 적을 KpD가 마련한 길을 따라서 실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관

적으로 의미 있는 통찰을 획득하석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

자계급의 단일성과 두 노동자 정당의 사회주의정당(sED)으로의 통

합이 반파시스트적.민주적 혁명의 결정적인 토대와 동독의 기초를

j................................................. .....l 마련하는 작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i 우리의 노동자.농민 국가의 건설은 독일 역사상 최초의 자유국가의

.................. ...................................i
건설이며) 그것은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의 결과로 이루어

[..................................................i 진 것임을 확실하게 통찰하여야 한다.

.......................... ................l
. 학생들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동역자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와 현재에 대하여, 어렇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문서들의 내용
1....................................!

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여야 한다. 상반되는 계급이익에

대한 두 독일 국가의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들과 대책들을 판단할

[...................................................... i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E....÷....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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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츠|llll..llljl.l

..츠.÷i三츠三츠三l.4s를츠를.三.|l4ll. 團 사회주의정당(sED)의 탄생

.................................... . 독일 노동자 운동의 분열 극복의 필연성. 공산주의자와 사회민주주

..sl츠.lll;;;?i###!
L÷;..l.3.........4........÷4...÷4÷3÷...÷ 의자간의 공동작업. 단일화를 위한 고리들. 독일공산당(KpD)의 주
1?:;:(를.44츠.4÷.;三三.l三..二f.
...l4..lllllll|..l二l 도적 위치. 통일정당탄생일
.4ll三llls4l#l####l#
44l?三.... ~4.i.;sssis . 노동자계급의 단일성 .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과 사회주의

적 질서 건설을 위한 전제

......................................................!

........................................................i

.......................................................l 驪 동독 지역에서의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

.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의 중요한 국면들에 대한 개관: 반

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권력기관의 형성) 민주주의적 토지개혁t 독

..............................! 점자본가f 전범의 구금과 그들의 소유물의 국유화, 민주주의적 학

....÷.l.l.÷.3.3.l . 사회주의정당(sED)의 영도 아래 독점자본가를과 대지주들의 대항

을 분쇄하는 힘겨운 계급투쟁으로서의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예를 들면 작센에서의 국민투표)

團 점령군의 지원에 의한 서독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복권

. 노동자계급의 연대에 대한 방해, 민주주의적 운동의 억압, 민주주
........................................l 의적 개혁의 제한? 독일의 분열, 서독제국주의자들의 서독 탄생.

파시스트들에 의한 국가기구 장악

서독 정책의 목표(독일 제국주의의 복원, 권력의 회복, 사회주의의

......................................i

...............:........................................i 團 동독의 탄생

.......................................................i . 국가 탄생 관련 사실들(의회 및 정부의 구성, 공화국 대통령의 선
|::i ::;;:::::;:,:::;:::::::S::S::;::U:S.I

.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의 결과로서의 동독의 탄생t 독일

#..))f)ff)s444;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농민의 국가, 평화와 진보를 특징으로 함

(정부 선언문 참조).

.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정당의 구성과 노동자-농민 국가의 탄생 -

.......:.三÷...l..l...)..)l..........ll;.l3..÷..÷l÷÷÷÷÷÷)4 사회주의 건설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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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 이 단원에서는 동독의 근로자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사회주의적

j....÷..÷......)...÷..4..)................÷...).........i 성취들에 대한 학생들의 분명한 이해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사회주

의정당(sED)의 영도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가 이러한 성과를 이룩

l.÷Jz÷f(#Ef÷l3.3.z.55..÷....÷..J..#fzEfE3.÷....)...÷...l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동독의 산업 및 농업) 사회제도와 문화에 있어서의 성취는

모든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이것을 지켜내고 완성하기 위해서
l÷.4.÷÷÷.4:......÷....÷..4...4...4.....÷..÷E÷.3÷÷..÷z÷33J.4..l

는 보다 더 큰 노력이 요청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l...3.÷...3.3.÷...........4.3......÷.....................j 서는 사회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필수적임을 통찰하여야 한다.

주의의 불가침의 기초라는 것을 인식하야여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i:NUNUI

발전을 위한 고되고도 복합적인 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
...÷.T.l.l.J.J...z.................l.J7J5...............i

................. ...................... ...........i

-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의 우리들의 위대한 성취와, 노동과 삶의 조건
l.i44l4iiill.4:.:::.s三li 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발전된 교육과 문화를 위한 원천으로서의
| ( N W

근로자들의 성실하고 과학적인 노력에 대한 지식은 근로자들의 위대
...llllfl츠ll.l|lllli|..|.

한 성취에 대한 긍지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강화로 연결되
l........................................

어야 한다. 긴장되고 지혜로우며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과 위
j....z..............z÷zJz3zJ(3z33J..3...÷

.......................................... 대한 성취를 이룩하고 그들이 이룩한 성취를 지켜낸 노동자들과 조

합농민 안에서> 지식인들과 청소년들의 최고의 변호자들 안에서, 학
....... ..i......三二...二....l:....... .

驅.i..#lji...#...3;44.i4ii..lf 생들은 자신의 표상들을 발견하여야 한다.

.小.... .5s三ll二.츠츠츠.二!?; ;.
- 동독의 근로자들에 의한 독일의 유일한 사회주의 정당의 효과적이고

j.:...÷z.3÷3.÷..................÷÷.÷............l 의정당에확고하게 연결되어야한다.

- 이 단원의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를 띠는 사회주의의 성취들

.......................................................l 과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l.7.........J.z..÷..:.....:.................z.....:) 의한 사회의 지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 j

2 2 4



l.........................................l . 노동자 계급과 농민조합 계급의 창조적 열정적 노력? 동독의 발전된

......................... ..................÷.:.4.l 적 소유제도
W W

j... .......... ............................. l .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

liaiiUl 회주의정당(sED)의 영도
.÷.÷:)...÷.....÷÷÷..÷.......... . .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근로자들이 사회적 소유제도의
.................... ... ..... ..........i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위대한 사회적 문화적

|三二....三三二44三三.三三二;#4?l. .

.......................................÷1...÷÷÷÷3÷33÷)1.l÷l B 동독의 산업
....................................................i . 산업생산: 현대적 사회주의 경영 및 종합경영(Kombinat), 과학, 기
.....................................................i 술,생산 분야에서의 높은 성취의 결과로서의 높은 품질
j................... ....... ... ........ i

..........÷.......................................! . 동독 산업과 다른 우방 국가들의 산업과의 뗄 수 없는 연관성. 국제

.........................................l 적 연관관계 안에서 명망 있는 동반자로서의 사회주의적 경영 및

............... ............................... i 종합 경영
.....÷..... ...:.: .......÷.÷:÷÷÷.3÷3÷3÷3÷3.3..... l
. ..二;三4l.츠...l츠츠f.f . 산업생산의 발전 상태 . 사회주의정당(sED)의 분명한 목표설정에
....................................................i 입각한 인도 아래 근로자들이 애써 노력한 결과(동독 산업의 발전

j......... ... ÷.;....:......... 과정과 관련된 사실들 제시: l945년의 상황? 재건) 틀균형의 해소.

........... ............ ..... .............i 소련의 도움, 생산기반의 강탈, 공급의 일원화에 대한 금지f 전문가
.................................................÷...l 들의 전직 등의 제국주의의 방해)

. 오늘날의 동독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

驪 사회적 부의 주요 산출자로서의 노동자 계급

. 사회주의 산업과 다른 영역의 생산을 위한, 전체 사회의 부(확실한
사실과 수치의 제시)의 가장 큰 부분을 형성하는 힘이자 생산수단

의 소유자로서의 노동자 계급

. 산업과 기타 영역의 국유제도(국유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 가장

................................s 중요한 사회주의적 소유형식이며f 노동자계급의 창조력의 완성을 위
..... .............. ... .........................i
..................... ...............................! 한 토대로서의 국유제도

. 사회주의 동독의 산업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창조적 노력과 기술

자 .과학자들과의 협력, 계획의 완성을 위한 힘겨운 투쟁의 필요성 .

..................................................! 높은 생산성; 생산품의 높은 품질, 그 결과로서의 국가수요의 충당

.......44......4.4÷.÷l÷l..........:3÷3÷3÷3÷)33÷÷.l....4....l 과 수출책임의 완수, 사회주의적 경영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역

....................................................i

.....................................................l 할T사회주의적 경영) 사회주의적 노동 집단) 근로자 및 혁신자들의

. 동지들의 표상

. 우리들의 성취력 높은 산업과 계회달성을 위한 투쟁의 결정적인 조

건으로서의 노동자계급 정당의 지혜롭고 선견적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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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4÷二三.二l二.i?#4;.三
............. .....................

l..................................
l.li.三#i|.!.ll|lllll.

驪 동독의 농업

- 농업생산 현황: 현대적인 사회주의 농업경영, 농업 및 축산업 분야에
.1s.lllllili|.ll#l

서의 높은 생산성에 바탕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식량 및 원료공급)

높은 농업생산 현황, 사회주의정당(sED)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근

로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 동독의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과
.............f.3.f.f.3J3f3.......

l................4.....T.............

團 조합농민 계급

. 농업생산조합을 만들어낸 조합농민 계급? 노동자 계급의 주요 연대
자로서의 조합농민 계급

. 공유제도와 생산적인 집단 소유 제도로서의 조합 소유 제도

. 조합농민? 농민T 기술자? 과학자들의 역동적인 활동과 철저한 준비

와 창조력의 결과로서의 농업분야의 높은 성취수준, 조합 생산과
조합 민주주의의 장점의 지속적인 신장

. 우리들의 생산적인 농업의 결정적인 조건으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정당에 의한 지혜롭고 선견적인 지도

...... .........................................l
l.............;..............4.......÷...........l . 동독에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문화적 성취의 기반이 되는
l...........................4........... ......i

직업 및 의료 보장f 높은 수준의 교육과 같은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의 보장

. 이러한 성취들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사회주의정당(sED)을 통한 노

..... .........................................i 동자계급과 다른 모든 근로자들의 지도와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의

l.................................................l 높은 성취
j.÷.J.÷JJJJJ÷.................÷.÷.................÷.j . 보다 광범위한 성취를 위한 사회주의정당(sED)의 사회정치적 프로
................................................i 그램(주택 건축? 근로자들의 수입의 증대f 공급(배급)의 지속적 증

대,의료 및 사회보장의 발전T 교육수준의 향상)
............................................. ....l
.......................................j - 우리들의 사회정치적 프로그램들을 훼방하려는 제국주의의 시도?

그러한 시도의 격퇴

. 전체 사회와 개개인의 물질적 문화적 삶의 질의 보장과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전제로서의 성실한 노동

. 견실한 전문적 정치적 인식과 높은 문화 수준의 역할, 사회주의 국

민의 자격으로서의 높은 성취를 위한 훈련과 노력) 검약) 동참) 동

.........:.÷.3.E.E.3.E.E.3.3.3...3...3...3.E.E.E.Ei 료애에 바탕을 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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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학년 국가시민 교과서

l.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민주주의 9시간

l.l. 일운과 건설자로서의 사회주의 국가 :노동자계급이 앞 . (3시간)

장선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도구

l.2. 동독 안에서의 사회주의 국가 권력의 건설과 작동방식 (5시간)

l.3.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l시간)

2. 사회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7시간

3. 사회주의 동독과 제국주의적 서독 : 상반된 사회체제를 가 9시간

진 두 국가

3.l. 동독과 서독 안에서의 상반되는 권력과 소유 양식 (2시간)

3.2. 제국주의 서독의 침략적 성향 (5시 간)

3.3. 사회주의 강화와 평화 수호를 위한 동독의 정책 (2시간)

4 . 실제 정치의 문제들, 지역적인 문제들, 계급집단 내부의 문
3시간

제들

총 시간수 3o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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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1÷....1f3ff313141)14÷

..三츠.ff츠.4.##il츠???#### 團 당 대회와 그 조직
歷;二???÷.;. 4ii...4;;...
l....4.44i..4l|.二..二fll..二. - 최상위 국가 권력기구로서의 당 대회와 그 주요 과제(헌법 48조에

서 68조까지 조항과 관련하여)) 당대회 의장T 법률제정과 노동당의
j.....J.J....... .......................................l
................. .................................... ...i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결정을 통한 사회 발전의 기본 문제 결정

.

당 대회 결정의 실행f 당 대회에서 의결한 법안과 동독 전 국민과

의 연관성
...................... ...............................i

. 당대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들, 위원들

. 당대회의 기구로서의 국가자문위원회 (Staatsrat), 국가자문위원회의

역할f 국가자문회의의 의장(헌법) 66조에서 75조)

. 당대회의 기구로서의 동독의 내각) 내각의 역할) 내각의 의장(헌법
l................÷33 .3.34.33÷3÷÷÷1÷÷÷÷÷÷3÷)333............

76조에 서 8o조)
l..........z..J÷.J...÷...≥........................÷......j
........................................................i

驪 지방의회와 그 조직

........1.3.1.3.7.......÷...............4...............i . 각 지역의 선출된 최고 사회주의적 국가권력기구로서의 지방f 지

................ .......J..........J.....................i
역t시)읍.면 의회와 그 위원회(헌법 料조에서 85조 참조), 그 활

동 방식

團 의원들의 과제와 책임

. 의원의 선출, 입후보자 추천과정에 있어서 경영집단 및 노동자집단
l...÷÷.÷.l.3.....l÷..l.).........l.....l....... 의 역할? 의원과 그 선출자들과의 접한 연관성과 선출자들에 대한
l.....J........................................
L三츠s4lss44f4#;二;;s;???.

보고의 의무, 개별 의원의 활동
&i三s.三4;4;4.44.f.f 44三l

l...4.....츠....lil..ll.....l..!l4l

驪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원리
.44;.....4.....lif二÷4二4二!.....ll..

. 국가 결정의 실현과 완성에 있어서의 사회 발전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중심적인 국가 결정 및 폭넓은 주도와 국가권력, 콤비나트와

를.....#;.l.4|i.i|l ...f. l...il. 영업장f 노동자 집단과 각각의 지역적 기관들의 책임 사이의 불가

분의 단일성f 창조적 공동작업 및 지도와 사회주의적 국가원리의
.4|(;.4..4.1.4.4三...三.三..츠.츠.二4二..二(.....츠츠츠...

l...................................................

....÷÷.÷÷÷l÷331÷z÷33..33)3.3)÷÷.÷:÷÷÷÷÷3÷313÷..........
l................................................... 團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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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동독 헌법을 토대로 해서 사회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지식은 물른 사회민주주의의 생동적인 과

정 안에서의 시민의 포괄적인 권리와 성실한 의무 수행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l단원에서 다룬 사회민주주의가 새

로운 측면에서 고찰된다 .

- 학생들은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활동이 사회주의 사회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과 국가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책임감 있는 완수가 개인

........................1..........:......................!
사회주의에 있어서 사회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노동의 근본적인 의

.小#....二..4!);를jlll.ll||l|.
미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

년에 대한 신뢰와 높은 책임의 위임을 특징으로 한다
.

. 이러한 지식에 바탕해서 학생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시민의 지위와
....... ................i

l......3.3...÷.3...3.E.3.3.÷.÷...........÷...3.............l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T 정치적 도덕적 책임과 자본주의 국가 시민의
................................................... i

지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사회주의의 성취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청으로서의 사
l...................................1.1.........:4..........i 회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계급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의 사회주의 국가시민으로서

의 행동과 태도 안에 간직하여야 한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전문적

정치적 지식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t 학생t 제자로f의 성실한
÷i:4;#;.#4;#.f.4#
f#s?ls4ll4;.##? 학습과 창조적이고 엄격한 노력을 통하여? 그리고 의식적인 준비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질서의 .강화와 보호를 위한) 시민의 복지와 그

자신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동독인민군 및 국방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개인적 기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야 한다.

- 정치T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 걸친 사회주의적 공동의 삶과 사회

주의 국가를 포괄적으로 함께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권과 자본

주의에서 근로자(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실제적으로 배제되는 것

에 대한 예

- 사회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노동의

권리와 성실한 노동의 의무f 교육의 권리와 배워야 할 의무, 투표권 .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에 대한 권리와 의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권(노동권, 교육권)의 박탈

- 시민의 권리 보호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사회기관들의 역할과 안전

과 질서를 지키고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시민 참

여의 -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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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사회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지위와 책임

. 사회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t 문화적

삶을 포괄적으로 함께 만들어갈 기본 권리, l8세가 되면 주어지는

의원 및 지방 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시민의 높은 도덕적 의

무로서의 공동결정과 공동형성의 권리의 인식(헌법 2l조 및 22조와
....................|[............. .

관련하여 )

. 자본가 이익의 대변자로서의 시민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 ... ..............) 의 의사결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실제적인 배제, 시민적.민주적 권

리와 평화를 위한 투쟁(사례)

驪 노동의 권리와 사회의 절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동의 의무

(헌법 24, 25조 및 동독의 청소년법에서 발췌한 조항과 관련하여)

..............................................................! . 사회주의의 성과물로서의 노동의 권리f 모든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의 정직하고 성실한 근로의 영광스러운 의무>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 .........................................j
..... .....................................................! 적 소유와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근로자의 정치적 권력의 실현을 통한 노동권의 보장

.................. ... ..... ........ . 이러한 기본권의 보호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 일터의 보장과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보장

. 근로자들의 실업과 삶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

속적인 일터의 불확실성(실제적인 사례)

............l 團 교육 및 문화적 삶을 누릴 권리(헌법 25, 26조와 관련하여)

..j .사회주의의 뜻깊은 성취로서의 교육과 문화적 삶을 누릴 동등한 권

... l 리,부모들이 희망하는 모든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에서의 교육적

.사회적 보호f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일반교육을 위

한 lo년 간의 의무교육) 모든 성장세대를 위한 직업교육 및 그 이

후의 교육 기회의 보장, 모든 국가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서의 교육

("통합적 사회주의적 교육체계에 대한 법률計차 관련하여)
............................ .
.............................l . 서독 착취계급의 교육적 특권
. ......:...U::I

團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를 위한 권리와 의무

(헌법 23조 동독의 計국가방위에 관한 법률리 l장 l항에서 4항까지? 2

장 5항과 6항과 暇동독의 국방의 의무에 관한 법률計 l항의 l에서 3절

까지와 관련하여 )

. 동독의 주권에 대한 제국주의의 모든 공격을 격퇴하는 것의 필연

성, 국경의 불가침성, 바르샤바 동맹국들에 대한 동독의 확고한 연

대,국방의 의무수행을 정직하게 준비할 의무, 군대 복무의 불가피

성,동독인민군의 자유독일청년연맹(FDJ)에 대한 전통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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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지를 위한 범죄적 행위의 예방과 처벌의 필연성

(형법 l항, 민법 323에서 326항과 관련하여 )
I l i i i M . 범죄의 감소와 퇴치를 위한 사법 기관의 업무(사례들)

무(사례), 위협을 배제하고 범죄적 행위 제지를 도울 모든 시민의 의무)

2 理



. 이 단원의 핵심 과제는 사회주의 동독과 제국주의적 서독의 계급적

본질을 대비시키고, 그 계급적 본질에서 비롯되는 두 독일 국가의

정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동독과 서독의 사회적 질
................ .......

서가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석야 한다.

. 학생들은 서독과 N A T o 국가들이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동원

하여 공격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여야 한다.

. 서독의 제국주의에 대한 예를 고찰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내부와 외부
..#二二三三三三l二三.三二.三三s三二÷三444is三l三三.三;
F4.;;#454l#三lsissKl;s二?二 를 향한 공격적이고 인간 적대적인 경향과 사회주의를 수정하려는

..||l|..s;}i;<;44ls.三;l 그 정치적 주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서독이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동독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무력화시키려고
.i÷:÷sil4s5ilis..4.4;.÷三ss츠s

二.....츠4三llllll.f
시도해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명화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5..........ll4l.#..4츠三츠l.4;4.fi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의 두 독일 국가 사이의 계급투

쟁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어야 한다.

. 학생들은 서독 제국주의가 오늘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국제적

세력관계의 폭및은 변화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주의를 향한 그들의 목

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군비증강 정책? 동독과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과 이데올로기적

÷..........................................i 차이를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것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

.............................J..J..........l
3:...÷).......:.4..÷4...4÷3÷3÷3÷3÷3÷3.)÷..l . 수업은 학생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특별히 서독 제국주의에 대한 적
÷........................................J...i

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헌신적인 투

.... .......... ....................... .... 쟁과 서독의 여타의 진보적인 세력들의 노력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

하석야 한다.

.................. ....z.................................i . 동독의 정책은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와 자유 수호에 봉사하는

............................................J.J..........3 것이라는 학생들의 인식이 견고해져야 한다. 학생들은 동독의 대외

.........................................................l 정책이 자유를 수호하고 서독과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3.÷.3...z.3.z.E.1.3.1.1...3.÷...... .........i

....................................................... !
공존의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서독의 동독

................. ...... ............................ !

.................................................)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과 l937년의 국경선에 바탕한 독일 영토의 이

j...)..........:..÷..3......f.f.1.3.1.1.1.).3.÷.÷.÷.÷.÷.÷.l 해와 동독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무력화하는데 맞추어
......................................................i

져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三ll二二二二三.二..lt.i...二 ....

동등한 힘과? 불간섭? 국경과 주권의 존중 등의 두 독일 국가 사이에
l#.4.4.4ss..l4三三.츠三츠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독의 정책 안에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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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두 독일 국가 사이의 정책과> 권력관계) 소유관계의 상반되
는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다.

. 동독은 그들의 사회주의 조국이며f 제국주의적 서독과 공존할 수 없
........÷÷..÷..........÷÷..÷...÷÷............÷.÷÷÷.÷÷÷.i

다는 학생들의 신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단원은 학생들이 사회주

의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고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없는
l.................................... ..................i
...1....................................................i 적대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사회주의 동독을 전면적으
l........................................................l 로 강화하고 지켜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 단원

의 또 다른 본질적인 과제는 학생들이 제국주의의 정책과 이데올로

기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사회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상반되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독과

................................l 서독이라는 두 국가와 그 두 체제 사이의 매개불가능한 간격

.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권력관계와 소유방식에 토대한 사회주의와 제

국주의의 통합 불가능성

.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근로

자들의 정치적 힘과 동독의 생산수단의 공유제도

. 주요 생산수단의 독점자본주의적 소유와 강력한 독점자본에 의한 경

............zz÷..f.........4.J.#.i 제 지배, 독점자본가의 권력도구로서의 서독(기존의 지식에 바탕한

................................j 실제 사실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서독의 권력 및 소유관계에 대비

한 동독의 권력 및 소유관계의 이해)

. 전체 독일에 대한 영향력의 회복과 복권을 위한 독일 및 국제 독점

j4?.44.4.;..i#..二二.4........三??];..:.二 자본의 계급이익의 결과로서의 서독의 탄생과 독일의 분단
j.....................÷..............................

. 사회주의의 역사적 우월성과 제국주의의 역사적 열성의 표출로서의

동독 안에서 사회주의의 정착과 번영의 결과인 동독의 탄생

.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모든 진보적 세력을 억압하려는 서독의 제국주

의적 힘의 시도

. 국민들) 특히 청소년 학생들의 정신에 반공f 반 소련f 적대적 감정을

심기 위한 조작? 이와 관련된 대중매체와 학교의 역할

. 서독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공산주의자들과 여타의 착취와 억압에

대항한 진보세력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대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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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학년 국가시민 교과서

l.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6시간

2. 자본주의 붕괴의 역사적 필연성 l3시간

2.l.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 (5시간)

2.2. 제국주의 (8시 간)

3.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 6시간

4 . 실제 정치의 문제들t 지역적인 사건들과 계급집단 내부의l 5시간

문제들

총 시간수 3o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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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원의 수업은 역사에서의 계급투쟁의 역할과 생산력과 생산관계

의 합법칙적 관계를 핵심으로 다룬다. 학생들은 인간사회의 발전은

객관적인 법칙에 토대한 국민대중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여

야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견한 것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

는 이와 같은 기초적인 세계관적 통찰에 입각해서 이 단원에서는 사

회적 합법칙성 및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실현이 주요 특징이 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생들은 노동자계급과 그 역사적 역할에 대한 나름

l.s?l二.三츠츠.4三;i..츠;4 대로의 이해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의 혁명적인 변혁
r;4三(i츠|t|츠二|l.fl 에 대한 고유한 참여를 위한 행동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받

..三二f|llllllllll 을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발전의 일반 법칙과 그 작용방식에 대한 첫 번째 통찰에 기초하

여 노동자계급의 편에서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리는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발전의 법칙과 노등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실현에 대한 보다 깊고 구체적인 인식들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임

을 알아야 한다.

- 역사적 지식과 실례들을 통하여 사회적 사건들간의 관계와 그 안에

j......:..............................................J..! 포함된 합법척성을 파악하는 학생들의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 특별

히 공산당 선언의 발췌된 내용들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은 세계관에

대한 인식을 역사와 현재의 사실들을 관련지을 수 있고T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일반적인 법칙과 구체적인 사회적 사건들을 보다 깊이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들에 대한 이해를 사회 발전의 원인과 동9에 대한 질문의 과학

적 답변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과정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세계

관에 토대한 척도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적대적인 계급 사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 안에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적인 전환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변화의 원동력으

로서의 계급 투쟁을 밝혀주는 사례들

.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에 토대한 지배체제 안에서의 계급 투쟁의 사례

. 사회주의 혁명으로 연결되는 계급투쟁을 첨예화하는 토대로서의 생

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갈등의 첨예화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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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
. 우리 시대의 사회발전의 기본 방향으로서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 원인과 동력 및그 합법칙성에 대한 문제의 의미
..4..:........÷.............................÷.........l .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한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에 대한 결정적인 해

명(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엥겔스의 발언에 의존한 본질적인 해명에

대한 안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업적에 대한 평가)
. 과학적 공산주의의 출생증명으로서의 공산당 선언

團 계급투쟁

............1..........................................! . 우리 시대의 사회 발전의 핵심적 동력으로서의 부르주아에 대한 노동자
............. . .!

계급의 전세계적 계급투쟁 및 그 원인

驪 생산력과 생산관계

. 인간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며, 사회의 기본적인
활동으로서의 물질적 자산의 생산

. 원시사회의 인간f 물질적 자산의 생산자로서의 노예) 농민) 수공업자? 노

............i . 생산력으로서의 인간의 생산경험t 숙련성t 지식들 및생산수단과 노동환
경? 역사에 있어서 생산자들의 창조적 활동을 통한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 우리 시대에 있어서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느동자 계급의 역할

. 생산과정에 있어서f 특히 소유 관계와 회득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관계.

생산력의 발전단계에 대한 생산관계의 의존성, 생산력에 대한 생산관계
의 역동적 작용.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서 유발되는 계급갈등

................................ ...................i

........................................................i 驪 생산수단의 사유에 토대한 생산양식의 몰락의 역사적 필연성

......÷.E.E.E.÷.E....z.÷.3.3.3....E.3.E.z.z÷J...z.÷.÷.:.l .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생산양식의 역사적 단일성(봉건적 자본주의

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종래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생산방식의 변화(공산당 선언 IU 24-27조에 바탕한 봉건주의에

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필연성에 대한 사례, 자본주의 몰락의 역사적
.........................................................l
........................................................! 필연성 의 문제

. 계급투쟁의 근본적인 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생산수단의 사유제도t 국민대
중에 의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갈등 해소의 표출로서의 계급투쟁
과 사회주의 혁명

.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 및 자유진영의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간의 대립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계급투쟁 및 생산력과 생산관
계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론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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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U U
. 제국주의의 생산력 증대에 대한 억제적 촉진적 경향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영향으로서의 점증하는 위기의 표출, 생산력 발전에 대

l..................................... 한 증대된 억제요인의 표출로서의 생산성 감소, 대량 실업, 제국주의
l......................................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성취를 위한 동력으로서의 독점자본 사이의

이윤추구 및 경쟁t 제국주의의 능력t 오늘날의 기술발달의 결과

. 사회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의 과학과 기술 분야의 성과의 활용

. 생산능력발달을 노동자들의 복지로 연결시키고 기술을 사회 발전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제국주의의 원칙적인 무능력함? 제국주의적

41..fi.二二i二#.二1..츠二1二. 군비생산 . 파괴적 목적을 위한 생산력의 그롯된 사용, 제국주의의

부패와 기생성의 극한적 표출

........................J..........l..................i 驪 죽어가는 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

. 제국주의 안에서의 생산력 발전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사이의 갈등

의 심화) 독점자본의 지배라는 조건 아래서의 생산력) 특별히 인간의

.............. ......... ......... ............i 생산력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억제적 요인의 증대, 갈등의 첨예화

와 복합적인 결합

j........................................................i .공격적인 독점 부르주아와 모든 평화 지향적 세력들 간의 갈등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갈등

.제국주의 국가들간t 특히 현대 제국주의의 세 중심국가들간의 갈등

.제국주의국가들과 선진국들간의 갈등
j..Tt3)33....4...÷131)....3.1÷z.z1z÷z÷z÷z÷z1z13133313÷113.).l

. 제국주의가 야기한 갈등의 유일한 해결책으료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 변혁

.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불멸성에 대한 시민적 수정주의적 파악과 이

러한 파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다양한 실제 정책과 선전

에 대한 대응

l....................................................l

............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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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r.....................: .;T7377.... i

- 이 단원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대

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노동자 계급과 공산주의의 투

쟁 목적의 본질적인 특징과, 왜 노동자 계급이 인간을 착취 및 억압

하고 전쟁을 야기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소명을 담당하게 되었는지를 학습하여야 한

. 이러한 기본 지식을 통해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집행자로서의

.;#.l;;4j.4s#llll 노동자 계급에 대한 세계관적 지식을 매개하여야 하며f 노동자 계급

의 투쟁과 개인적인 방향정립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파악하고 평가

하여야 한다.

- 이 단원을 통하여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노

동자 계급이 사회 발전의 과정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계급이익과 여

타의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힘이라는 학생들의 확신이 심화되어야 한다.

-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목적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은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인류의 전망으로서 파악하여야 하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정

당성과 위대함에 대한 확신이 심화되어야 한다
.

.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노동자 계급의 투

쟁의 목표로서의 공산주의의 본질적 특징(릿공산당 선언計과 sED의

.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노동자계급의 객관적 지위에 대한 토대와

사회 발전의 과학적 이른과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소명과 역량에 대한

사실들의 입증

l...................................... .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의 성취와 강화f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평

l.1.ti....il.l÷.l...l.加小.j|.. 화와 군축을 위한 투쟁이 그 역사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의 근본적인 과제라는 데 대한 입증

團 역사적 사명의 내용

. 자본주의의 혁명적인 전복의 역사적 필연성
...........f...f.f.f.f.f.f.f.f.f.....(.(.(.f.(..........i
...........1÷÷.÷.÷.÷....÷............÷1÷4.÷.÷..÷........i - 자본주의의 전복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을 통한 착취와 억압T

전쟁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 .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자본주의
에 대한 합법칙적 대안

- 공산주의 .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목표(sED의 정강에 기초한 공산주

의의 특징 이해; sED의 정강 제v부 인공산주의 - 우리의 목표計에

대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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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lo학년 국가시민 교과서

l. 우리 시대의 특징과 평화 수호를 위한 투쟁 9시간

2. 동독의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한 사회주의정당 3시간

(sED)의 전략적 과제설정

3. 동독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2o시간

3.l, 사회주의 경제의 근본범칙과 동독의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주요 과제

3.2, 사회주의와 과학기술 혁명 : 사회주의정당(sED) 경제

전략의 요강

3.3. 사회주의 국민경제의 노선과 계획

3.4, 경제와 사회정책의 단일성 : 우리들의 중심 투쟁 영역

4. 사회주의의 사회구조와 정치조직 lo시간

4.l. 동독의 사회 구조

4.2.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의 증대

된 역할

5 .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할 세계 j 6시간

관

6. 실제 정치의 문제? 본질적인 사건들t 계급집단 내부의 문제 7시간

와 질문들에 대한 학습

총 시간수 5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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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원의 핵심과제는 사회주의가 현대의 전세계적인 혁명적 변화과

정의 결정적인 힘이라는 것과 제국주의가 역사적으로 수동적인 위치

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가 우리시대

의 사회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라는 학생들의

확신이 심화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가

..÷÷3÷.÷)÷)14÷))..))1÷÷111÷):÷÷1÷.÷÷:÷÷÷÷..:.......3..11.:l 장 힘겨운 계급대결의 시대라는 것과, 진정한 사회주의 건설 및 제

국주의에 대항하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모든 투쟁에 대한 학생

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획득하석야 한다.

j÷333.3÷33)................:.÷÷l3÷÷÷3÷3l333333333333)...).l - 이 단원을 통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계

급이 사회발전의 과정을 실현하고 그들의 계급이익과 다른 모든 근

[....l...3÷÷...................................f.J...i 로자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힘이라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확신이 심화되어야 한다.

. 이러한 확신은 우리 시대 안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물음 안에서

분명해진다는 것과) 사회주의 정책이 이성과 실재에 바탕하고 있다
.....................................................3.! 는 데 대한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파악하여야 한다. 학

생들은 사회주의가 지도적 힘으로서의 소련과 더불어서 인류를 핵의

지옥에 떨어뜨리고T 사회 발전을 저해하며, 세계의 혁명적인 변화과

정을 억제하고 퇴보시키려는 가장 공격적인 제국주의의 모든 시도들
.i三.三4.三(ll.l.....llllils;小4!:二.

에 대항하여 세계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며) 필수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사회주의의 평화 주도적인 특징과>
.................. ........:.............................i 특별히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과 평화적 공존정책의 관철을 위한 투
........................................................!

쟁에 있어서 동독을 지원하는 소련의 역할피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

하여야 한다를

. 이 단원을 통해서 학생들은 세계의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판단을
...................÷...7÷................l

위한 계급에 적합한 척도를 획득하여야 하며 평화를 위한 투쟁에 있
................÷.÷.......÷................i

어서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와 모든 반제국주의 세력들과의 역동
.................................÷.......i

적인 연대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을 보다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 우리 시대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
의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 모든 정치적 관점들의 축이라는 것과 핵

의 위협에 직면하여 그 힘을 극대화하고 있음에 대한 입증

. 사회주의가 전세계적인 혁명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힘이며T 사회

주의의 강화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과 세계 안에서 사회주의
f

민주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위한 힘을 창출하는 유익한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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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가 역사적으로 방어적인 위치에 있으며 스스로의 위기를 심

화시키고)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위기가 오늘날 제국주의적 공격성의
..4|li.4it4............i|#.二...二.二...三..二j 중요한 원인이라는 데 대한 입증
j.....................................................l
.......... ... .............. ..... ............ i . 사회주의와 평화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에 대한 입증: 진정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三二二小÷.÷..÷二.二..二二..二3二÷.三.小÷÷.二÷二÷÷.二÷..
................ .................. .... ...............i 한 사회주의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결정적인 원천이

...츠........三.三三....;j..ii4...:...÷.|4.l 며f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연합의 평화정책과 모든 평화 우호적이고

.................3...÷.E.........3...........÷...÷.3...i
..............:...........................:.........s 반 제국주의적인 세력들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형성

......................................................l
團 우리 시대의 주요 특징

l.............÷...................÷..÷.................i
............................. ....................j .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과정으로서의 우리 시대) 사회발

l.............................................1÷.÷.1.÷i 전의 핵심동력, 사회의 핵심역량으로서의 국제적 노동자 계급, 세계

의 모든 정치적 사건들의 축으로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화해불가능한 투쟁

驪 국제적 세력 관계 . 사회주의의 역사적 공격적 위치와 제

국주의의 역사적인 방어적 위치의 표출

. 사회주의적 세계체제와 여타의 사회발전의 주요세력들이 한편이 되

고 제국주의가 다른 한편이 된 우리 시대의 국제적 세력관계

l........................4..4.............1..............! . 국제적 노동계급의 역사적 성취로서의 사회주의

................................. .......................i . 국제적인 세력관계의 보다 폭넓은 변화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 반 제

l................÷.......................................i 국주의적 세력들의 전진의 본질적인 조건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전면
..÷f.÷3.÷÷÷33÷÷3..333.÷3.3...3÷4..J.33.÷.J..÷............j 적인 강화t 자본주의 국가들 안에서의 착취와 억압에 대항하고 국민
.......................................................i

의 사회보장과 민주적 권리를 위한 혁명적인 노동자운동의 투쟁과
.............. ................ ... ................i

민족의 독립과 사회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투쟁에 대한 사회주의의

증대된 영향

. 현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입지의 강화? 민족적 사회적 해방운동의
l.......................................................!
l...............................................÷.....÷..i

결과, 오늘날의 세계 안에시 사회의 발전과 그 반대의 경향 및 다양

한 반대들의 변화된 양상

.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위기
..............)..........3......÷÷......................i

.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방어적 위치와 공통적인 위기? 위기를 내포한

발전과정 및 오늘날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적 침략성

- 제국주의의 변함없는 핵심 목표로서의 세계 안에서의 그들의 근본적

인 영향력의 관철, 모든 국민들의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예속 및 사

회주의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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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l.l?..]l|..:##4 . 국민과 국가의 삶의 관심과 대결, 억압) 세계 지배를 지향하고 특별

lllllll츠fliil!lli. 히 침략적이고 반동적인 제국주의 세력사이의 전 세계에 걸친 깊은
..................................
.:.............................. 갈등f 이러한 조건 아래서의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

의 근본 갈등의 표출

團 사회주의의 평화공세
.................... ..................i

. 사회주의와 평화의 동일성(l9l7년 이래의 사회주의적 평화정책)

. 평화 수호의 결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 동

........ ... ..........................j 구권의 위협에 관한 제국주의의 거짓말에 대한 논파? 긴장완화와 군

......................................... l
비축소를 위한 투쟁, 가능한 한 최소 수준으로의 군사적 균형상태

...............................................l 유지의 의미

. 상반된 사회질서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상호 존립 정책으로
...............................................!

...............................................l 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영

역에서의 계급투쟁의 형식으로서의, 전쟁과 제국주의적 억압에 대항

하는 국민들의 투쟁의 본질적인 목표로서의 평화적 공존 정책

현대적 조건 아래서의 평화적 공존 정책의 본질적인 양상(상이한 사

l..........f............g.........l 회질서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관계의 유일한 이성적 대안으로서의

평화적 공존정책)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전쟁과 모든 위협의 포기.

내정에 대한 불간섭, 완전한 동등권 인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t......................................................3

공동의 노력? 평화적 경쟁 체제T 포괄적인 국제적 안전보장체제의 구

축)

. 국제적 차원에서 전쟁의 위협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 ......!
[.......................................................i 공격적인 세력의 활동공간을 축소하기 위한 소련과 여타의 사회주의

t.......................................................l 형제국가들의 활동들> 최고로 반동적인 미 제국주의의 격렬한 반항f
.......................................................i
t................................. .................} . 이성과 실재주의의 연합으로서의 동독의 정책? 안전보장, 긴장완화,

군비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 사회발전을 위한 투쟁과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의 불가분의 연관성

... . ...... ................................l

.÷..3z34÷4÷z3z333zz3z3÷.z3z313zlz3z3z1z3z)zz1÷z÷z.÷z)....!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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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원의 수업을 통해서 선진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정당(sED)

의 정강 안에 포함된 전략적 개념들이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
.................7..........≥.........÷..................l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요청들이 설명되어야 한다.

. 이 단원의 수업은 학생들이 동독 안에서 사회주의정당(sED)의 지도

가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한다는 확신을 갖도록 매개하

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력의

강화와 높은 경제적 생산성을 위한 투쟁이 생산적 역량을 집중적으

로 투입해야 할 분야라는 것을 의식하여야 한다
.

.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우리들의 투쟁의 실재적인 전망으로서의 공

산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제국주의의 시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함께 사회주의의 모든 장점과 역량이

펼쳐지며| 사회적 삶이 모든 방면과 영역에 걸쳐서 계획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

.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 정치f 경제f 사회, 정신.문화적으로 깊

은 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과정이라는 데 대한 입증

.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공산주의의 성취를 위한 점진적인 과정

의 근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

33.33333J...3zE3EzEJ3...3.÷.)........J.i

주의로의 점진적인 과정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의 형성f 이러한 지향
......................................................i

점의 핵심 내용으로서의 사회주의 의미의 지속적인 심화

. 우리의 투쟁의 실재적인 전망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
L.(.(.3.3.3.(..3.3T.....÷.......f...........3.......÷.......j

하려는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대한 대항

.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sED의 정강 II부의 서론에 대한 개관),

정치, 경제, 사회, 정신.문화적으로 철저한 변화의 과정으로서의 발

...........................1....l 전된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1......................i

............3...3..4..3...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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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三.;...;.#...........ll)il.|....
ll.三츠三.三츠sslls츠二.츠s4二.
.s三lsss三s三lfftflf츠 . 이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주의 정당(sED) 경제 전략의 주요
sss4三ssl츠三ltltlf츠三

과제와 기본 특징이다 .

二二.............................
............. .................. . 학생들은 핵심과제 정책의 내용의 본질과 이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 .................

...:...÷.÷.....÷..................1.1.1.1.1...i 당의 결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핵

심적인 투쟁영역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

....츠..i츠l二..二lll.츠를ll|l츠.llll|ll. 설과 이를 위해서 요청되는 모든 근로자를 성숙시키는 것이 불가분

..............................................i 의 요청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

fff3..f4ff43f3÷÷3.÷....÷z÷÷÷..3÷.÷3÷3.................s . 학생들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과 사회주의의 경제적 근본 법칙의
...........................................!
... .........................÷.......÷......! 표출로서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들 사이의 합법칙적인 관

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7.........................i
.Tl!4#!).三4ll.

- 당의 경제 정책의 실천과 함께> 과학.기술적 혁명의 완수와 함께 깊

.s..÷三l4츠츠lllff츠 은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三s;s三slillsi츠三
.......三................. . 수업은 사회적 법칙의 실현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여야 하며 마르크
z.........J.J.3. .÷...

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아래 이러한 법칙들에서 비롯되는 객관적인

.114141f1f1:÷..÷..1÷.......T......÷1.l..T÷1111111111311z1)÷)11l 요청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과제들을 목적지

향적인 실천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 수업은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높은 성취가 앞으로의 전

진을 위한 결정적인 담보가 된다는 학생들의 신념을 강화하여야 한

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습득이 동독 청소년들과 그들의 혁명적인
............................3.......3....................j

실천에 주어진 과업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해야 한다.

#l4l#l4.4..f二..三....l........ll.ii.ll..l
. 학생들의 경제적 사고와 행동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민소유에 대한

.二二.................... ..

학교와 공장과 여타의 사회 영역에서의 합리적이고 세심한 사용을

위한 노력과 자기 자신의 노동에 있어서의 보다 높은 효율성을 위한

노력 등을 다루어야 한다.

. 학생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

할에 대한 제국주의 이념적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 국민의 물질적 문화적 삶의 수준의 보장과 향상이 사회주의 의미를

대변하며 당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라는 데 대한 입증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단일성이 구체적 역사적인 조건 아래서 발전

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상응하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근본법칙

의 요청이라는 데 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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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에너지의 자유로운 분츨과 근로자들의 이익과 필요를 언제

나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복지를 지향함에 있어서 경

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단일성에 대한 입증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안에서 단일하게 구현되는 당의 경제 전략의

근본 특징과 근로자들과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그 시사점

. 국민 경제의 과정에 대한 중심적 지도와 계획과 콤비나트,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창조적인 주도와 고유한 책임의식 형성의 필연성

. 사회주의의 장점과 과학기술적 혁명의 성취사이의 효과적인 결합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

-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핵심적인 과제로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높은 발전 속도? 효율성의 증대f 과학기술적 진보와 노동생산성의 향

상에 토대한 국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의 진

보에 있어서의 경제적 성취의 변화) 사회주의의 경제적 성취력의 발

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새로운 주도권의 토대

................................i - 선진 사회주의의 여타의 영역의 발전의 결정적 토대로서의 경제적

l.......:................................................i
발전 과정

-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비롯되는 A}회주의의 경제적 근본법칙

노동자 계급과 여타의 근로자들의 이익 - 그들의 삶을 착취와 억압

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인격을 전반적으로 성숙시키려는 . 실

현의 객관적인 조건으로서의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사

회적 특징) 근로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완전

충족T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수단, 발

전된 과학과 기술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토대한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최고 수준으로의 개선

- 사회주의 경제적 근본법칙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표와 목표
................................)
....3...........1...............i 달성의 수단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 사회주의의 경제적 근본팀칙의
:....3....÷.33÷3÷3÷..............i

구체적 .역사적 조건의 변화

논의(목표t 수단t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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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원의 핵심은 노동자계급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f三f二...二..lll츠三二츠二.츠三二二二l?. 역할f 노동자계급의 조합농민계급과 지식인 및 여타의 근로자들과의

................ ............
T...;........ ÷.......÷...
.ii;.三.÷.三三三#.三.三三4s.츠. 연대>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 및 발전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매
FI三二츠二二二二f三二二;二.츠二三二..二÷4?;
經4츠sl#4l÷4|#i..?; 개하고 동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발전된 사회주

.;s4i4츠三i?i?ts 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사회전체의 깊은 변화와 사

...4三.츠츠l;l4二4s츠小l.4二
린4lls)..)??1二小; 회주의정당(sED)의 지도하에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과업을

l?i;ll4;....츠..三s三
실현하는 동독의 사회세력를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야 한다

.

-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대한

학생들의 연대를 심화하고, 모든 상황에서 사회주의정당(sED)과 사

회주의 국가의 정책을 확고히 신뢰하게 되어야 하며t 사회주의정당

(sED)의 지도적 역할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당파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 수업은 사회주의 국가의 강화와 발전에 대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태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를 보다 깊이 각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의 확장과 심화
j...... ..:...... ..................J...

...÷..................................... .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있어서 노동자들과 여타의 모든 근로

자들의 의식과 창조성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정신.문화적 과제의 해
.二i.二.|illil.l............츠.l.l
..二二..二二...二................................4 결과의 접한 연관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정당(sED)의 과

j.....................................................i 제라는 데 대한 입증

. 노동자계급과 조합농민t 지식인 및 여타의 모든 근로자들과의 연대의

지속적인 심화와 그 과정에서의 사회주의정당(sED)의 지도적 역할

에 대한 입증

지식의 확장과 심화

. 사회주의 국가를 부단히 강화해야 할 필연성과 사회 민주주의의 발

전과 완성의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의 힘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다

는 것의 필연성에 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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驪 사회주의 사회 안에시의 계급과 계급관계들? 노동자 계급과 그들

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

........................................................i . 노동자 계급? 조합농민 계급T 지식인 및 여타의 근로자들T 노동자 계

....... ................... ................. .......i

.............................. ..........................i 급 및 그들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 사회주의의

..........Tll.T÷l.T.l.÷.T.T.5.l.T.l...T..::7:7T)÷)l7÷7)i

...............................÷........................l 본질적인 정치적 토대로서의 노동자계급과 조합농민계급간의 연대
.

...........l..3..÷.÷÷÷÷÷l÷l:l.z..J.............:.÷..J! 노동자계급과 지식인 및 여타의 근로자들과의 연대

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안에서의 노동자계급의 발전

.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있어서의 노동자 계급 및 그들의 마르크

스.레년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의 강화
..55÷5.....................5..l...............i
........................................i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노동자계급의 실천적 행위와의 결합의 필연성

t

노동자 계급의 가장 포괄적인 계급조직으로서의, 그리고 사회주의의
................... ............ ........:...............!

학교로서의 노동조합의 역할

.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형성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t 사회f 정신) 문화

적 과제의 해결과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창조성의 향상 사이의 불가

분의 연관성r 노동생산성 향상t 과학기술적 진보의 촉진T 사회주의적

경공업, 혁신운동, 지도와 계획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역동적 참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위상 및 실천

驪 노동자계급과 조합농민계급> 지식인 및 석타의 근로자들과의 연

대의 강화

- 농업분야에서의 생산력 및 생산관계의 발전의 과정과 농업과 국민경

제의 여타의 분야들과의 연계성의 증대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과 조

합농민 계급간의 연대의 강화)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 안에서의 도시

와 농촌의 차이의 화인

. 지식인과 노동자계급 및 조합농민계급간의 태생과 활동에 있어서의

불가분의 연계성) 과학기술의 발전, 학문, 교육 및 문화의 발전에 있
l........................÷4.7.............
l...÷3.......E..÷÷÷E.E÷E÷3÷E÷E.3÷3....z..E 어서의 그들의 역할
l....4.4.14(11f.1)1)l..l.l3÷l.E.1........4 . 사회주의 발전과 계급 및 계층의 증대된 정치.도덕적 단일성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복지와 평화에 연계된 사회주의

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모든 계급 및 계층의 공동의 이익) 계급들과

|.Sw:i!:BH:::y::wii!i 계층들간의 사회적 화해의 역사적이고 합법칙적인 노동자계급과 조
l.....................................

합농민계급) 지식인f 여타의 근로자 계층 간의 연대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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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

(레닌의 저서 r국가와 혁명J ii장 i절과 sED의 정강 ii부 c의 첫

번째 단락에 토대로 하여)

j............... ................................. .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적인 전제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프롤
111三三二÷ii|...三lllll.|i..l|4l

. 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로서의f 사회주의 사회 형성 및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근로자들의 핵심적인 도구로

j;# 二.;를s#;|츠..츠.츠.1|.츠.二..츠二...츠.츠
서의 노동자 농민의 국가 동독,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적 조직 안에

서의 국가의 위치

.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로서의 노동자 계급 및 그와 연대하고 있는 다

른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와 반대
인 시민 민주주의

.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공격, 계급을 토

대로 한 국가에 대한 시민적 테제에 의한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

한 왜곡 및 그에 대한 폭로와 반박

團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능

. 경제적.조직적 기능) 국가를 통한 국민경제의 지도와 계획, 문화적 -

교육적 기능(국민교육과 문화 시설들과 연계하여), 국가기관을 통한

질서 유지 및 사회 보장

. 국가의 비정치적 기능: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국제적 여
............................J............3..............j

건의 조성, 제국주의 공격적 힘의 제어, 새로운 세계전쟁으로부터 인
...÷4÷÷33l÷3)343.3).))l)..)..........z÷...............÷÷:.÷:! 류의 보호f 평화적 공존정책의 관철? 동독과 소련 및 여타의 사회주

의 국가들간의 형제관계 형성; 세계의 사회적 민족적 해방운동과의
|UU-iUU:USwSS"U\J
j................. .....................................! 연대 및 해방된 민족국가들과의 긴 한 공동작업의 측진
.....1÷)÷3÷)÷3÷÷÷43÷÷÷÷÷..:÷...÷.÷.÷.3.÷:..:..............i

. 국제연합(uN)의 동반자로서의 동독f 평화수호와 사회발전의 촉진을
l......).......... ....................................i
...........÷...... ..................÷................. .i

위한 u N 안에서의 활동,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한 사회주의 국가

를 통한 사회와 시민의 보호,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들간의 관계, ; l

l............÷......... ..:..............................) 계급적 특징의 표출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들

驪 사회주의정당情ED) 정책의 핵심적 문제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의

전면적인 강화 및 성공적인 지도의 토대와 전제로서의 마르크스.레
......................................................! 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사회주의 국가
l.......................................................!
l.......................................................! . 우리들의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핵심적인 발전방향으로서의) 구체적 -

역사적 요구의 실제적인 실현을 위한 근로자 대중의 의식과 조직된

실천의 표출로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발전과 완성

. 의회 역할의 강화와 국가의 지도활동의 질적인 향상, 국가 중심의 지

도와 시민의 직접적인 협력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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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른적 단원을 통해서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의 본

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

당 정책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적 토대와 학생 자신의 노동자계

급의 편에서의 혁명적인 실천의 기본적인 정향을 심화하여야 한다.

l## 4l는는!l;. . 이러한 목표 아래서 수업은 발췌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기본인식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며f 학생들이 청년 혁명가의 투쟁의 과업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세계관에 깊이 동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의 본질적 특징) 특히 과학성과 당파성의

............÷...÷÷.÷.÷.......÷÷÷..........÷÷............i 단일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회의 합법칙성과 의식적 실천(행위) 사

이의 관계에 대하여

.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이론적 토대라는 것

에 대한 입증

.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동화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결정을

청년혁명가의 사유와 실천의 본질적인 토대로 삼는 것과 동일하다는

데 대한 인식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심화

- 세계의 혁명적인 변화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삶

의 의미이며T 세계의 본질을 합법칙적인 발전의 과정과 노동당의 정

책의 실현의 무대로서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것

驪 마르크스.레년주의 :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인 세계관

를?;.;l!......l.lllll.三|....... . 마르크스.레닌주의 :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의 세계와 역사 안에서

의 사회 계급들의 역할에 대한 유물른적 해명? 인간 사회를 합법칙

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발전의 법칙을 국민대중과 사회계급들의 실

천 안에서 구현해나가는 존재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인

식)마르크스.레닌주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노동자계급

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의 변증법적 역사적 유물

른, 정치 경제,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특징으로서의

과학적, 혁명적 비당파적 성격,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모든 개인의

의식적 실천을 위한 인간 스스로의 합법칙적인 역사의 창조, 실천과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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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

통일 후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l) 7/8학년

학습 영역: 사회

중점 내용: 집단을 통한 행동 각인과 행동 조종

. 사회화의 조건과 영향

. 개별적이고 집단특수적인 사회화의 결과로서의 행동

- 낯선 것(소수그룹, 주변그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편견
- 사회적인 기회와 계층특수적인 사회화 사이의 관련성
. 학교를 통한 사회 통합 가능성

주제 사 례 내용과 문제 참고

"동종 집단에서 나.- 청소년 집단 형성의 원인들 7/8학년 작업

는 인정되고 있다." l. 개인 감정과 집단 감정 른 교과 주제1

동일연령 집단이 청.- 이상형과 동일시 현상 인가 정 에 서 의

소년들에게 주는 의l- 청소년 하위 문화 공동체 적 생
p1 - 부모와의 새로운 관계와 부모로부터의 활"

독 립

- 청소년의 방향 정립 문제

. 직업선택과 교육기회

. 청소년 시절의 좌절과 공격기제

"이러한 사람들을 너.. 소수집단과 주변집단(예, 낯선사람, 노숙자)
는 조심해야 한다!" .- 다른 사고습관과 생활습관
소수집단에 대한편견.. 자아상, 타인에 대한표상, 적에 대한 표상

"오씨스 . 배씨스" .. 상이한 사회화의 요인들
상호 대립적인 체제.- 각각의 발전과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에서 성장한 사람들 .- 의식의 장벽
이 함께 살고 성장하 l. 언어장벽
는 것 . 변화된 사회 계층

. 학교와 교사-학생 관계의 변화

"내 여가시간에 대해.- 변화된 여가 이용 가능성 7/8학년 작업

서는 나 혼자 결정하. . 여가 활동과 이상적인 모델 론 교과 주제1

U 4 ! " . 여가 산업 " 가 정 에 서 의

여가 이용의 가능성과l . 환경 문제 공동체 적 생
한계 활計

M내가 마음만 먹으.- 담배와 알코올 소비의 원인(집단적 억압)

면,그만둘 수 있다!" . 개인적 문제, 성인이 되고 싶은 욕구)
중독의 위험과 건강.. 중독의 생물학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작용과
위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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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역: 경제

중점 내용: 사회적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와 노동자

- 시장의 기능 방법

. 소비자의 시장 의존성과 부분적인 영향 가능성

- 사회적 안전의 가능성과 한계

- 작업세계의 성취 압력과 인간화

.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에로의 변혁

주제 사 례 내용과 를제 참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 광고의 기능: 정보, 경쟁과 시장 투명성 f

.수 있다!" 진, 욕구 충동, 광고를 통한 조작, 광고 비

.시장경제에서 의 광고의 l 용, 광고 제한, 광고 산업

.기능

."할인찰매 조심!" - 수요와 공급

.소비행태와 그것이 시장. - 시장과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정보와 소비자 단체

- 동독의 시장 분포

."일하려는 사람은 일자. . 생산성 8학년 역사

리를 구할 수 있다!" .. 작업 시간 교과의 "산

일자리가 개인에게 주는. - 직업 교육 업 혁명"과

.의미, 실직 논쟁 . 임금체계 7/8학년 작

- 노동 시장 업론 교과

."모든 사람에 게 안전. . 개인적 안전장치의 한계(질병, 사고, 실직) 의 인경제 발

.을?" - 사회보장제도와 보험 전과 기술

노동자의 사회보장과 미.- 사회주의 국가의 비용 발전,.."

래 대비

.M일 . 단지 비용의 문.- 작업세계에서 비용절감과 인간화 사이의l8학년 역사

.제인가?" 갈등 교과 인산업

.노동 단체의 문제와 작업.- 자동화와 합리화의 결과 혁명다

.세계의 인간화 - 인간의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일?

- 노동 소외와 관련된 문제

."팔아 치우고 배반했l - 구조개혁과 작업세계에의 결과
.나?" . 브란덴부륵 주의 농업과 산업

.독일 통일의 경제적 결과l . 노동청의 과제
와 문제점

."자동차 - 계층적 지위. - 교통정책 7/8학년 작

의 상징?" . 사회의 역동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업른 교과

.교통정책과 개인적 가치. - 가치 척도와 소비 의 "교통수

척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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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역: 민주주의

중점 내용: 정치 권력과 지배의 정당화와 한계 설정 규칙

- 구 동독 지역의 권력관계의 변화

. 의회 민주주의의 특징

-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시민운동의 기능

- 의회주의에서의 권력 분리와 권력 통제

주제 사례 내용과 문제 참고

"만약 우리가 학교를 원.. 교사와 학생의 결정범위
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i. 교사와 학생의 역할
면 ..." .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관심사

조종과 참여 사이의 학교

"이제 경찰을 부르겠다!" l- 법치국가의 특징
법치국가에서의 국가적 권l- 기본법 보장
력 사용과 그 한계 - 시민과 행정

"우리는 국민이다! - 국l- 의회 민주주의에서의 정당과 시민운동 .8학 년역사.
민운동과 정당

釋

- 정치적인 의지 형성 과정 교과 인자유,.
정치적 의지 형성에서의 l. 유권자의 결정 가능성 평등, 박애".
정당과 시민운동의 기능 l- 정당과 시민운동의 프로그램 와 暇독일

. 토른문화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민주주의의

발현"

"99,89%-정당은 항상 출j. 구 동독의 구조

았다." . 국가와 정당의 일치

구 동독 체제의 목표와 현.. 국가 내 국가로서의 국가보위부(Stasi)
실 . 구 동독의 선거

.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 공산당 정컨에 대한 저항

- 구 동득 시민의 정치적인 회망과 이상

. 절대국가적 사고와 신민정신
.

-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양 과정에서의 문제

점들

"연방 수상은 누가 통제l- 의회와 정부의 관계
하 는 가 r . 국가 권력 분립의 문제

의회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l. 사범기관의 독릴
권력 분립 . 선거의 의미

"T a l k - S h o w 먼주주의
n

- 출판 및 언른의 권리와 자유

시민과 대중매 체 - 비판의 기능, 비판적 저널리즘

- 제 4의 권력으로서의 대중매체

. 정보와 의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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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역: 하나의 세계

중점 내용: 동서 갈등에서 남북 갈등에로

. 선진 사회와 저개발 사회의 특징

- 차이점과 공통점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원인들
. 다른 사회에 대한 입장과 평가 척도

. 남북 대립으로 인한 전 세계의 생태적 위협

- 유럽 통합과정의 문제점

주제 사 례 내용과 문제 참고

"우리가 부유하기 .. 제 3세계 국가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j7/8학년 지리 교과
때문에 다른 사람. 상황 릿아시아" 및 "아프

들이 가난하다!" .. 최빈국가 리카計

개발과 저개발의 문.- 제 3세계의 종속성: 신식민주의, 무기수j7학년 역사 교과의
제점 출, 경제 원조 "유럽과 아메리카

' '

8학년 역사 교과의

릿유럽 국가와 식민

7 1"

"열대림은 죽는 - 세계 경제 정책 7/8학년 지리 교과

가?" - 다국적 기업 의 暇라틴 아데리카
' '

자연의 착취가 누구l. 국제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에게 이익이 되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산업이 자국 농업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오존 구멍의 확대.- 세계적 기후 재난
는 끝을 모르는l. 환경단체(그린피스 등)
가 !" . 대기오염, 수질오염, 대지오염

환경보호에서의 세l. 환경파괴의 원인과 결과
계적 협력의 필요성 l- 환경보호 방안

"우리는 어떻게 유.. 유럽 통합과정 6학년 지리 교과의

럽이란 집을 지을l- 옛 "우방"의 철수 州공동의 집 유럽
' '

것인가?" . 동유럽의 민주화

유럽 통합의 문제 . 고르바초프와 그 영향

- 베를린 장벽의 붕괴

- 가깝고도 먼 이웃 폴란드

- 서유럽은 동유럽의 척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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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10학년

학습 영역: 사회

중점 내용: 사회구조와 사회변혁

. 직업결정에서 희망과 현실

.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

. 사회구조의 변혁 - 사회 불평등 문제

. 개인 생활 설계의 형태와 문제점

. 시장경제 발전과 사회의 기본 욕구

. 사회와 경제에의 참여와 결정

. 중독 문제(알코올, 담배, 마약)과 에이2 L

주제 사례 내용과 문재 찰고

"직업선택, 선택 사항인 .. 직업선택 . 경력, 일자리 또는 자아실현? 9/lo학년 작
가?" . 일자리 정보 업른 교과의

강요와 개인적 희망 사.- 직업교육과 직업이동 릿직업 결정

이에서의 직업선택 l. 직업세계에서의 여성 능력 형성
' '

- 직업과 사회지위

"가족과 다른 삶의 형.- 사회경제적 변혁기의 가정의 기능 변화 9/lo학년 작

태" . 노동시장과 가족의 이주 압력 업론 교과의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정 외의 또 다른 삶의 형태 "가사의 결
찰 의 가능성 . 세대 갈등 정과정計

- 가정의 권위주의적 구조

- 가정 교육의 변화

"내가 더 이상 알지 못.- 중독과 의존성의 성립
했다면 "... . . 마약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
일상생 활에서 의 중독과l. 마약 범죄
마약 . 상담과 치료

"통일 독일에서 핑등인 .- 구 동독의 구조변혁 9/lo학년 역

가 아니면 기회균등인.. 사회적 불평등의 형태와 원인(계층 또는 계l사 교과 야구
7}?" 급 형성 . 수입, 재산, 지위, 권력, 교육 등)l동독과 구

사회구조의 변혁 . 동서독의 차이 서독計

- 소수민족, 낮선 사람들의 사회통합
- 기회균등과 사회정의 실현으로서의 사회

정책

"인권으로서의 거주" .. 실존적 필요로서의 거주 및 거주권
거주 문제를 중심으로.. 세입자 권리
살펴본 시장경제의 문제l-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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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역: 경제

중점 내용: 시장과 계획의 가능성

. 시장: 모텔과 현실

. 경제적 변혁의 문제

.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적 특성

- 시장의 원리와 국가적 조정의 관계

- . . 경제와..소비 흐름

주제 사 레 내용과 문제 참고

"희망인가 체념인가?"j-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환경적 측면의 유j9/io학년 역
선진사회의 생태적 구. 산 사 교과의

조 변화 - 시장경제의 생태적인 구조 조정 릿동독과 서

- 기술과 생산의 발전 독인

- 문제점: 일자리 보장, 생태적 균형, 자원 고갈

"경제, 통화, 사회통l- 새로운 출발의 정치 경제적 조건 9/lo학년 역

합?" .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붕괴 사 교과 릿통

희망과 현실 사이 -l-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구조조정 . 사회적 영l일 조 국 으 로

경제적 변혁의 문제점 l 향 서의 독일
' '

- 신탁청의 과제와 한계(퇴출, 사유화, 토지문
N1)

"사회적 시장경제는l. 경제질서로서의 시장 경제 lo학년 지리

얼마나 사회적인가?" .- 시장 모텔과 시장 현실 교과의 州유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l- 사회적 시장경제 - 이론과 현실 럽 내에서의

성 - 국가의 경제적 과제(예, 구조? 노동시장, 재정l독일
' '

및 환경 정책)

"상품으로서의 노동" l- 브란덴부르크 주의 노동시장 현황
노동 시장 형성에서의 l- 인권으로서의 노동
문제 - 대량실업과 실존 불안

. 실직자의 사회적이고 심리적 상황

"작업장의 평화인가.. 기업체에서의 조직화된 이해 표출 9/lo학년 작

아니면 파업인가?" l. 집단 이해와 전체사회의 필요성 업른 교과의

작업세계에서의 이해.. 실직자들의 이해 대변 인임금협상차

관계 표출과 갈등 해l. 작업장 갈등과 갈등해소 가능성
소 . 임금협상 및 파업

"결핍에시 과잉으로.- 생태학 - 경제적 사치인가?
- 환경은 또 다시 주i- 경제 성장의 장점과 단점
변으로 리는가?" l- 환경파괴
생태적 성장 . 소비.. 에너지 정책과 생태적 대안
습관 - 생태적 책임 .- 전세계적 환경 문제와 생태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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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역: 민주주의

중점 내용: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의 정치결정 과정과 참여 과정

- 사회적 갈등과 해결 가능성

. 민주주의의 기초로서의 자유 선거

- 시민운동을 통한 대표 민주의의의 확대

. 폭력의 도전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대응

- 민주주의, 지배 4리고 친중매체의 관계

주제 사 례 내용과 문제 참고

"민주주의 학습장으로.- 학교의 개방과 사회의 기대
서의 학교?" . 학습과 생활장소로서의 학교

학교생활의 갈등 .. 브란덴부르크 주의 학교개혁법

y자유 선거 . 유권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구조에서의 선거의 기능 l9/io학년
들은 어떤 선거를 하l. 사회의 민주적 문화의 표현으로서의 선거 .역사 교과.
나?" - 정당과 시민운동의 입장과 프로그램과 구조 .의 暇바이마.
독일 연방공화국 민주l. 선거와 기초민주주의 의지 형성 .르 공화국".

주의의 기초로서의 정l- 선거 체계, 선거권, 선거비용 과 行구 동.
치 선거 독과 구 서

.독計
"극단주의와 폭력" l. 극단주의와 테러주의의 형성과 윈인
극단주의와 테러주의 l- 낯선 사람들과 외국인 적대감
의 국가와 사회에 대.- 나찌즘 전통과 신나찌주의
한 도전 - 구 동독에서의 극우주의와 폭력

- 극단주의와 테러주의에 의한 국가와 사회의

위협

u시민을 위한 시민
燎

- 시민운동의 릿비폭력 권력計과 중앙집권 구조

통일 전후 시민 운동 극복

의 역할 . 정당을 초월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담지자로서

의 시민운동

- 제도에 대항하는 집단 이해

a정보인가, 조작인 .- 대중매체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기능
가?" - 구 동독의 언른검열

대중매체의 영향과 이.- 정보와 의견 형성
용 . 상품으로서의 정보?

- 청소년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독재와 민주주의" l. 민주주의와 독재적 정부 .9/io학 년
국가적 권력구조의 형l. 독재의 제국주의적 경향 역사 교과.
태와 영향 . 나찌 정부(정치, 경제, 이념, 사회적 요인) 의 인파시 즘.

. 동유럽과 구 동독에서의 스탈린주의 과 국가주.

. 구 소련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 l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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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역: 하나의 세계

중점 내용: 변혁, 갈등과 국제관계의 새로운 차원

- 전세계적 차원의 평화: 새로운 평화와 안전 구상, 군비 증강의 원인
. 유럽통합 과정의 문제점과 전망

- 세계 경제 협력의 가능성과 난점

. 세계적 도전으로서의 남북 갈등

주제 사 례 내용과 문제 참고

"평화에로의 새로운l.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새로운 안전 구상 9/lo학년 역

길 " . 군비 감시와 군축 사 교과의

안전보장 정책, 평화보.. 평화보장의 형태와 문제점 暇화약고 유

장과 국군 - 국제연합의 책임 럽"과 "세계

. 평화적 갈등 해결 형태 평화와 잗등
' '

"국경이 없는 유럽?" l. 동.서유럽 통합의 문제점 9/lo학년 지

유럽 통합 과정의 문.. 통합 촉진 요인과 통합 저해 요인 리 교과의

제점 - 유럽 통합 노력의 사례와 저항 暇유럽 내에서

의 독일"과

역사 교과의

"l945년 이후

"국가적 이기주의인 ..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 변혁과 새로운 의 l세계
' '

가, 국제적 협력인l 존 관계
가?" - 국제협력에 있어서 개별 국가 주권의 상대

전세계적 상호협력의 . 화
가능성 과 난점 . 국제 연합, 국제무역기구, 세계은행 등 국

제 기구의 책임

"발전 원조 - 종속의 j. 세계적 필요성으로서의 저개발 국가 원조
심화인가 자립을 위한l (저개발의 원인과 영향)
원조인가?" - ;fl 3세계 국가의 사회문화적 요인

부국과 빈국 사이 문j- 개발정책의 기본 구상(자본원조, 기술이전)
제의 상호관련성 .. 부채문제

. 경제개발 원조에 대한 편견과 입장

. 자립을 위한 원조

- 2 6 8



3 ) 르린학년

학습영 역: 사회

주 제 수업 내용/ 문제 관련학문

i. y상이한 사회재 .. 상이한 제도 내에서의 사회화
도에서의 탄생料 . 사회학

. 사회화 이론(특히 하버마스의 비판이른)

동독과 서독에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비판

사회화 - 사회주의 이른, 통일과정에서의 문제점, 민주주의 정치학

사회 의 기초와 위험성 등

. 제도의 경제적 전제
경제학

. 구 동독의 구조변혁

2. y외국인 적대감
. 극우주의의 현황

. 극우주의 만의
. 극우성향 파악을 위한 경험적 연구 방법

위협인가?" - 사회학
. 집단구조(특히, 권위 지향성)

- 집단화 과정(편견, 공격성)
외국인적 대감과 극

우주의
- 정치적 스텍트럼에서의 극우주의

. 극우주의와의 싸움
정치학

. 이민과 이주정책

. 망명자 비호권, 기본법 개정

. 직업시장

. 실직
경제학

- 독일 내 외국인이 없다면 경제가 붕괴할 것인가?

- 극우주의와 경제 위기 상황

3. "이렇게 잘못된
. 청소년 범죄 형태

길로 빠지는가?"
. 경험적 데이터 사회학

. 사회학적이고 심리분석적인 설명 작업

청소년 범죄: 현상 - 사회(보장)정책과 가정정책
과 원인과 결과 . 형법 정치학

- 형 집행

- 재사회 화
경제학

. 일자리

기타 유사 주제들

2 6 9 -



학습영 역: 경제

주 제 수업 내용/ 문제 관련 학문.

. 광고를 통한 조작

. 광고기술 분석 사회학

. 상품 구매 결정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행태

. 광고 제한?

l. "손님 이 s 인l- 소비자 보호 정치학
가?" . - 경쟁 정책

청소년과 소비행태 l. 소비자의 영향력과 생산과정에서의 이해 관철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광고의 기능: 정보, 경쟁과

시장 투명성 촉진, 욕구 자극
경제학

- 광고 비용

- 상품 구매 결정에서의 경쟁의 의미

- 일과 자아 실현

. 일의 개념

2. "일자리는 갈수j. 일로부터 의 소외
사회학

록 줄어드는가?" .- 일의 분배에 관한 포스트모던 이론

. 정당과 시민운동 차원에서 본 실직
정치학

현대 산업사회에서 l. 브란덴부륵 주의직업시장 상황
의 일

- 자동화, 산업 합리화, 그리고 그 결과
경제학

- 시장 경제의 사회적 영향

- 직업청

. 직업구조, 일자리 제공, 재교육 과정
사회학

. 사회청

3. "브란린부르크l. 사회적 퇴출의 원인과 현상
- 연금 수혜자들

의 나라?n . . 지역산업과 그 변화
정치학

- 전망과 문제점

산업화와 구조변화

- 산업체: 고용인, 자질, 연령, 전망, 시간노동자

- 지역 고용 시장 경제학

- 정부 보조

기타 유사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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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역: 민주주의

주 제 수업 내용/ 문제 관련 학문.

- 오락으로서의 정보

- 대중매체의 기능

- 대중매체의 조직
사회학

.- 대중매체 비교(신문, 라디오, Tv)
l. "대중매체 - U \- 새로운 대중매체
.4의 권력?" .- 대중매체의 영향과 개인적 의견 형성

- 대중매체 정책
정치적 의지 형성._ 국가권력과 대중매체 권력 정치학
에서 대중매체의._ 구 동독의 언론검열과 기본법 5조
기능, 조직, 영향

.- 상품으로서 의 정보

.- 대중매체 경쟁
경제학

.- 경제요소로서의 광고

.- 언른의 집중

- 민주주의 모델의 기초로서의 인간상

- 민주주의 학습장으로서의 학교 사회학

.- 시민운동은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l2. "우리는 국민이

.- 민주주의 모델(구 동독의 인민민주주의 , 구 서독의
.다 !'' .

의회민주주의 모텔, 스위스의 호선제 모델)

- 과거사 정리
민주주의 모텔 비 정치학

- 직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
교

- 민주주의의 역사

- 브란덴부르크 헌법 - 민주주의 발전의 한 사례?

.- 민주주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

.- 환경 파괴(독, 공해, 소음, 사고)

- 도시건설과 생활 조건
사회학

- 이동 행태

l3. " 자동차 없는.- 교통심리상태(공격성, 사회적 위신)와 그 변화

.미래?" .
.- 교통정 책

- 도시설계 정치학
미래의 공장 -

- 대안적 시나리오(철도/도로, 인간/화물)
비판하고

.

.꿈꾸고 .
- 자동차 비용

결정하고 .- 경제요소로서의 자동차
.- 교통 보조금 경제학

- 자동차 산업의 전환

- 생산방법의 혁명

기타 유사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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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영역: 하나의 세계

주 제 수업 내용/ 문제 관련학문

- 소비, 광고, 포장과 소비자들의 의식
사회학

- 로마 클럽의 경고

l. a우리는 죽음을
. 국제 조약, 세계은행, 국제 무역기구 . 목적과 결

향하여 발전하고
과

있는가?" . 정치학
. 세계경제정책

- 세계내무정책
진보의 변증법

- 세계시장의 작용 방법
경제학

- 다국적 기업

. 세계적 기후 재난(원인과 결과)
사회학

. "위험사회計에서의 발전
2. "오존 구멍과 온

실효과의 확대는

한계를 모른다." . .- 환경단체
정치학

- 환경정책(원칙, 사고, 전략)
환경보존을 위한 국

제적 협력의 필요성
. 환경 파괴와 경제적 원인

경제학
- 성장의 한계

. 종교사회학: 세계 종교, 신앙 단체
사회학

. 교회: 조직구조, 가치체계, 이데올로기

3 . "신과 세계料 _

- 종교의 이름으로의 전쟁?

U-W, U1U, U I- 국가주의와 종교 갈등 정치학

제적 요소로서의 종.- 근본주의
교

. 제도로서의 교회
경제학

. 교회세금

기타 유사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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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l2학년

학습영 역: 사 회

주제 사 례 교육네용/ 문제

피료료

i. "너희들은 위에 있.. 사회구조, 사회계층
고 . 우리들은 아래에 .. 계층이른적, 계급이른적, 생활형태른적 설명

있다?" .

료줴로 핀린편

독일에서의 사회적 불.. 사회과정에서의 시장 기능.. 사회정책
평등 . 분배와 관련한 경영자총연 .. 정치적 관련성

합회와 노조간의 투쟁 .. 새로운 형태의 빈곤

린5린委

- 기회균등과 사회 계층

- 계층구조 또는 계급구조 형성

. 개인에게 교육이 주는 의미
2. "조직된 학교 . 조

-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
직된 사회? . 누구에

. 교육 기회의 쟁창
게나 기회는 돌아가는

. 학교와 사회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
7}?"

료줴료 료린要
교육제 도와 기회균등

. 교육제도에 대한 경제의 . 교육법

요구 - 정당과 시민단체의 교육

- 교육을 위한 경제적 전제 . 프로그램
. 교육 독점

피J L편

. 마을공동체와 전통

- 이해대변

- 언어적 소외 문제
3 . "소르린족 t7} ..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토착화
내 소수민족" -

료줴로 핀료료

소수 민족의 존립문제.- 경제 발전 . 역사적 고찰: 부리, 인종법 1

- 노동력 이주 파시즘

. l945년 이후 슬라브 국가로

의 귀속

- 독일의 소르벤족 지원 조건

기타 유사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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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영 역: 경제

주제 사 례 교육내용/ 문제

l료줴要
.- 경제정책의 목적과 실제 발전과정
.- 경제 이른(전통적 자유주의, 케인즈 이른, 수요지향적

.l. "국가가 경제를 리 경기정책과 신전통적 경제정책)
제해야 하는가?" . .. 국가 부채

.독일 의 경제정책 5L린姿 l핀초료
.- 경제정책의 사회적 영향 .- 경제정책의 담지자와 도구.

.- 실업과 분배 문제 그리고 경기정책

.. 통화정책과 사회정책

浪줴료
.. 시장경제의 생태적인 구조 변화
- 경제와 생태와의 관계

.2. M생태적인 생산은l-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브란덴부르크 주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영향, 생태적 균형의 파괴

생산 !" . .- 기술과 생산의 발전

.. 일자리 보장과 그 대가

.선진산업사회 의 생태적
決린童

인 구조변화 7 p L委
.- 환경정책

.- 소비자의 습관
.- 브란덴부르크 주의 자연보.

.- 삶의 질 문제
.호

.- 일자리 보장과 생태학
법 - 투자의 장애요인?

愼줴핀
.- 구 동독에서 경제와 생태의 관계
.- 통일이후 독일: 유산, 정화, 신축, 2차 산업구조

.3. "만약 석탄의 가치.- 여러 가지의 에너지원

.가 하락한다면 ..."
7 p L姿 情린료
- 환경파괴의 영향 .. 구 동독: 에너지 행정, 토지

.석탄과 다른 에너지원
.- 인간과 인간의 관계 정책, 노동력 상황

.- 인간과 자연의 관계 .- 통일 후 독일: 독일 시장에
서의 에너지 제공자, 국가기

업의 사유화

기타 유사 주제들

2 7 4 -



학습영 역: 민주주의

주제 사례 교육내용/ 문제

l핀초료
.. 민주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 신단체주의
.- 정당 구조

.i. "시민운동 - 새로운 .- 정치과정으로서의 국회
정치문화?" . .. 입법과정

정치 참여

. 정당, 시민운동
J
사 f r 浪줴료

회단체 .- 사회학 이른 .- 경제정책

.. 이해집단 - 기능과 영향 .. 경제적 이해집단의 국회의
원과 행정부서에의 영향

.. 정당 후원금

凉린로
.. 가설이 실제 정치에 주는 의미

.. 헌법 이념과 현실

.2. "원칙이 얼마나 영l. 민주적 인 문화

향을v]UU7b7" - |- 선거와 권력 분점

학교법, 지방법, 기본법 4 피 핀 浪줴핀
.. 민주사회에서의 이해갈등과 .. 헌법에 기초한 경제

논쟁 가능성 .-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경제
.- 시민들의 참여 가능성 . 관리

l핀린要
.. 소유주들의 이해관계
.. 토지의 사회적 권리

l3. "배상 이전에 반.. 사회적인 해결 방책
.환?" - .. 정당의 입장

.통일 조약과 그 영향
l린J츠要 浪줴료
. 역동적인 사회에서의 집 . 임대와 임차

.. 거주의 사회적 의미 .. 적절한 배상인가?

기타 유사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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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영역: 하나의 새계

주 제 수업 내웅/ 문제 관련학문

.- 집단 동일성

.- 국제화와 지역화의 관계 사회학

.- 전통의 영향

i. "유럽이란 집은l- 동유럽 국가들의 서유럽 통합 문제
얼마나 안정적인.- 난민정책
.가?" - .- 유럽제도와 그것의 유럽평화에의 기여

.- 이민 움직임 정치학

.동서 대결의 종료와.. 복지정책
국가주의 추세의 증.- 브란덴부르크 주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와의 관계
.가 .- 국제화 추세에 대립하는 국가주의화

.- 동유럽 해체 이후의 경제 문제

.- 유럽의 구조 정책 경제학

.- 유럽의 통화 체계

.- 남과 북: 대결 아니면 협력?

.- 식민주의 에서 영역자유주의 에로 사회학

.- 저재발: 이른과 논쟁

|2. U 3U711 -
.발전과 저개발 .- 개발정책

정치학.- 국제연합(uN)

.- 부채 위기

.- 다국적 기업 경제학

.- 세계 경제 질서

.- 생활수준, 필요, 가치관 사회학
.3. M침단 기술이 세
계 문제를 해결할l- 법을 통한환경문제 해결 정치학

.수 있는가?" -
.- 외국에서 유입되는 값싼 원자재
.- 세계의 채무자 경제학

.- 제 3세계의 산업화

기타 유사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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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l3학년

주제 영역: 사회

중점 내용: 사회구조의 역사적 변화, 사회화 형태와 생활방식

-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과 발전

. 사회적 불평등의 변화: 계급사회에서 중산층 사회에로

. 2o세기에서 소수민족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 사회화 형태의 변화: 산업사회 이전의 전통주의로부터 현대의 개인

주의와 다원주의에로의 변화(예, 가족구조의 변화,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 청소년기의 탄생과 변화과정, 노동자 문화의 종

말 등)

.주제 영역:사회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 산업화 과정에서의 빈곤: 질병, 사.. 통독후 다양한 실직자 보조 형태
고, 실직 를 서두에서 문제로 제기한다 .

i. 사회주j. 초기 사회보장: 노조, 조합, 사용.- 사회정책의 이해와 정치경제적 기
의 국가 .. 자사회보장제도 능을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생활보호에 .- 비스바르크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U1, 1969년 직업촉진법).

m 보험사. 의재념과 기능 .. 실업보험의 관철과 발전을 사례로

회로의 변.. 생활보호에서 보험으로: 제l차 . 사회주의 t가의 기본구조와, 7i
화? 세계 대전과 바이마르 공화국 시 l 능방법, 그리고 문제점을 소개한.

대의생활보호와 생활보호법 . 다.

.가난한 자l. 릿노동정책" . 국가의 역할: 노동.. l945년 이후에는 구 동독의 사회

.와 실직자l 시장의 형성, 일자리 중개, 실치 주의정책과 비교하며 설명한다雌

q 생활보. 자 재교육
.호에서 실l. 나찌 시대: 보험에서 생활보호로

f보험 에로l. 보험 원칙의 재구성: 바이마르 법

q 변화 j 복권, 노동촉진법 (1969), 8o년대

사회보장 정책의 후퇴

.-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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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영역: 사회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 황제 시대와 바이마르 공화국 시l- 나찌 정권의 핵심정책으로서의 인
대의 인종에 대한 생각들 종정책과 괴릴정책을 사례를 들며

. 법적 인종 차별 포괄적이고도 역사적인 관련성 속.
.2. 우둥 인

.- 강제수용소 제도, 강제 노역, 인 에서 다룬다. l9세기 반유대적 인
.간과 열등.

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실험 종차별 문헌들이 인종차별정책의
인간

등 뿌리가 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

.- 유대인 박해와 대량 학살 .- 나찌의 인종괴멸의 세계사적인 의
.나찌 시대의

.- 정신병자? 사회부적응자t 알코올 미를 비관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

인종정책과.
중독자, 기타 유전병자 - 나찌 시대를 회고하는 자서전적인

.소수 민족의
.- 강제수용과 집단학살 작품들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상.

.괴멸
.- 폴란드와 소련의 강제징용자와 기하고 반성하는 것의 의미와 그.

전쟁 포로 박해와 괴멸 것을 소를히 하는 것에 대해 학생

들이 토른한다
會

주제영역: 사회

주제 네용과 문제 찰고

.- 인구증가: 바이마르 시대의 결혼 여성노동자의 가정생활과 일상생

시장 활을 문제로 하고 연구하는 것은.
- 가정정책과 여성에 대한 법적 차 가정의 역사에 대한 천편일률적

.3. u제일 리 별 인 생각(옛날의 대가족은 좋고,.
저 일어나.- 가정의 이상: 소가족 오늘의 소가족은 나쁘다는 생각).
.고 제일 늦l- 가정의 현실 을 비판하게 하고, 다양한 생각을.
게 잠자리l .여성의 노동: 임금차별, 전형적 갖도록 한다 .

에 든다.n . 인 여성 직업 .. 이 테마를 통해 구술사 연구나 자.
p 거주 상황: 도시 노동자의 거주 서전 연구 등 사회사 연구의 새로.

.바이마르 리 지와 그것의 영향 운 방법른을 토론하고, 직접 시도.
화국 시대의l o직장여성의 가사노동 해 볼 수 있다 .

여성 노동자. .가족 계획, 육아문제 - 오랜 시간에 걸친 가족 구조와 표.
q 일과와l. 여성 노동자의 자기 이해와 성적 준화된 성 역할의 변화가 논의될

생활 l 역할 이해 수 있다. 구 동서독 여성의 입장.
.. 프롤레타리아 여성운동과, 부르 차이(가사노동과 직장생활)와 그.

조아 여성 운동 원인이 한 단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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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영역: 경제

중점 내용: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 경제의 도전

. 점증하는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노동 분화와 전문화

. 자본의 집중과 국제화

. 경기싸이클, 원인과 위기관리

- 새로운 기술공학의 발전과 토동사회의 미래

- 물질적 수확의 분배

. 노동자 참여의 발전

- 조직화된 이해관계와 경제적인 힘이 정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

- 국제적인 경제 관계: 무역 용어, 경제 조약, 상호 관련성과 의존성

.주제 영역:경제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 자본주의 생산의 모순: 과잉생산 .. 토른제안: 위기는 파멸로 이끄는.
위기로서의 세계경제 위기 힘인가 아니면 현대화의 동력인

- "최악의 금요일計: 주가폭락의 j 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결과, 국제l. 도전적 발언: 자본주의의 위기 -.
.i. "최악의 l 자본 흐름에의 영향 우리의 운명인가?

.금요일" . .. 케인즈 이른에 대항하는 브륀넘 .. 1929-1932의 세계 경제 위기를 .

.세계 경제 . 의 긴축정책 주제로 초륀닝의 경제 대책에

위기의 시작.. 미국의 해결책: "뉴별다 대해 상이한 관점에서 토른한다..

1 9 2 9 - 1 9 3 2 .- 마르크스주의적 위기 이론 더블어 오늘의 위기를 이와 관.
.. 경기와 순환적 위기 련시킨다 .

.2o세기 경제.- 실업, 사회심리적 영향과 정치적
정책과 경제. 인 과격화

이른 l. 파시즐적 대중 운동의 전제조건

으로서의 세계 경제 위기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의 위기 - 권위주의적 정책 방.
안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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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영역: 경제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 생산 요소로서의 기술과 과학 l. 현대의 경제 구조 변화를 개별 산.
.- 콘베이어 벨트 생산체제에서 자l 업분야(예, 인쇄산업)를 예를 들어

동화를 거쳐 사람이 필요없는 리 설명한다 .

장에로? 테일러리즘, 포디를, 산.. 만약 생산기업 또는 산업박물관에
업생산의 합리화 서 기술 변화의 적절한 사례를 구.

.2. 기술을 .- U1 1, 2, 3차 산업혁명과 i차, 리 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직접 사.

.통한 진보 . 차, 3차 산업분야의 상호 관계의 례 조사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

변화 ..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2o세기 경제l- 자유주의와 국가 간섭주의 사이 유전공학, 원자 산업 또는 무기산.
발전과 과. 에서의 연구정책과 기출 혁신의 업분야에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의

학, ;i리고j 촉진 산업적 이용들을 사례로 설명한.
노동단체들.- 문화 비판과 기술예찬 사이에서 다.

q 상호 관l 의 기술에 대한 입장 변화
련성 l- 성장의 한계 . 기술공학적 현대

화의 한계인가?

.- 비용 요인으로서의 자연보호 -

미래 산업으로서의 환경 공학

.- 기술공학 정책: 기슬공학의 영향.
과 노동의 인간화

주제영역: 경제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제 i차 세계대전: 전함건축, 독j- 사실의 복잡성과 다측면성으로 인
일과 러시아의 무역전쟁, 제 i차. 해 내용의 선택과 중점사항 결정

세계대전의 비용 부담 이 필요하다. 시작할 때는 따라서
l3. "경제가

..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i923년의 시사적인 사례가 적당하고, 방법
.국가를 만든

과잉 인플레이션, 황금의 2o년대 도 사례연구가 적당하다. 예를 들.
다"

(1924-1928), 세계경제위기
.

어, Krupp 회사의 역사 또는

(1928-1932) Thyssen회사와 히틀러와의 관계
개인 경제행

.- 나찌 시대: 나찌 정당의 재정 지. 등.

위와 국가.
원,강제점령 및 징용과 독일 경l-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발언을 토.

.경제행위와.
N1 른의 시작으로 삼아도 된다 .

의 접한.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兆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관련성
운동, 전쟁범죄자에서 경제주역 공산주의 이다."(1932년 히틀러 )

으로, 마샬플랜, 1966/67의 경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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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엉역: 민주주의

중점 내용: 2o세기 정치 체제와 정치 모델의 발전

- 권위주의적 지배형태와 민주적인 지배형태: 파시즘, 스탈린주의, 민

주적인 중앙집권주의, 의회 민주주의, 기초 민주주의 모델

-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갈등과 위기

.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저항, 반대세력, 민주적인 문화

- 황제시대에서 현재까지의 민주적인 권리와 참여의 발전과정

주제영역: 민주주의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i."사회주의 .- 인간관, 사회관, 역사관 등가치.. 사회주의 이념과 파시즘을 비교

= 파시즘" . 관과 이념의 차이 비S . 할 때, o理p 자료를 준비해 학생

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파시즘과 사l. 파시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회주의 이리 발전 과정 비교(독일, 이태리,.. 국가적 테러행위에 대해서 사 례

.과 국가의 . 소련 등) 를 들어 제시한다(소련 강제 수용.

.상호 비교 소에. 대한 자서전, 강제수용소 기

.. 파시즘 이론, 스할린주의 이론.
념관 방문,.테러 전시관 방문 등).

전체주의 이른

- 히를러와 스탈린을 비교하면서

. . 정치적 논쟁에서 정치 이론의 파시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서

역할과 의미 각 개인의 역할에 대해 연구, 토.

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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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영역: 민주주의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2. 역사로부 l- 국제적인 주변환경의 차이: 배제l- 민주적인 정치체제에로의 구조

터 성공적의 와 통합(베르사이유 조약과 독친 결정: 선거권, 대통령의 위치, 불.
.로 배됐는가! 연방 정부의 서방편입) 신임, 정당의 역할, 긴급조치, 기

.. 민주주의 기초에 대한 사회 내적 본권 등.

.바이마르 공l 의견 일치 .. 대중매체 분석: 공공성과 극단주
화국과 독일l- 헌법제정의 내용과 과정 의, 극우주의와 극좌주의 등 국민

연방공화국.-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긴장과 들의 상이한 정치적 경향성

.의 민주주의 . 연관성 .. 도전적인 질문: 우리도 독재의 위
a 제 비교 !. 공화국 헌범에 대한 의견일치의 험에 빠질 수 있는가? 그것을 막.

가능성 과 저항 기 위한 안전핀은 어떤 것이 있

.- 기본법 결정의 기초로서의 바이 는가?

마르가 주는 교훈 . . 미래 계획: 새로운 시대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

주제영역: 민주주의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l3. 두 개의 .- 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경과, 연.. 구동독과 구서독의 상호입장과
.국가 - 하나l 합군의 독일분단계획과 실현 l 기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리
q 국민! j. 서독: 사회적 시장경제, 서방지리 다. 이로부터 상호이해의 어려움.

성,긴장완화 정책과 통일정책 .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i945년 이후j- 동독: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국민j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독일의 분테 개념의 변화, 배제 정책과 승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의식적

과 통일 . . 정책 측면을 다를 수 있다 .

.. 감시국가에 대항하는 개방국가:.- 구 동서독의 체제를 비교하는 측.
독일의 땅에서 정치 체제의 경쟁,i 면으로는 물질적 생활, 인권 침
이념 갈등과 사회체제의 경쟁 . 해, 사회보장 제도 등을 들 수.

.. 동서독의 정치 문화 단계 있다.

.. 국가통합(1989/90)의 완성: 국제!- 통일독일의 미래에 관련된 물음.
적조건, 국내적 노력, 통일휴유l 은 동서독 학생들의 직접 만남이

증 이루어진 다음에 다루어질 수 있.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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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영역: 하나의 세계

중점 내용: 제 l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관계와 국제 문제

. 제 l,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결과

. 강대국의 탄생과 동서 양대 세력의 형성

- 대결에서 릿평화적인 병존計에로

. 양극화된 세계 질서의 해체

-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 기본 생활조건들에 대한 전세계적 파괴의 증가

- 시사적인 문제영역: 예) 새로 탄생한 세계경찰, 인강대국計 독일, 이민

운동, 국제적 정치억압, 위기관리와 평화보장

주제영역: 하나의 세계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1."12U 5분.. 쿠바위기: 쿠바혁명, 미국정책, .- "쿠바 위기計 주제는 당시미국과.
전 !" 트루먼 톡트린, 제 3차 세계대리 소련 두 강대국의 관계를 적나.

일보 직전, 위기관리 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
.쿠바 위기1 cl.

.냉전의 정점l. 파멸로 이끄는 군비 경쟁
인 동시에 . 갈등이 첨예하게 대림되는 일촉.
전환점 .. 군축정책과 긴장완화 정책의 시작 즉발의 위기 상황을 제시하며

수업을 시작하고, 점차 그 발전

.- 쿠바의 오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

4 .

..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

개된 주요 문서를 연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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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영역: 하나의 세계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2. "유럽에 .- 린월 혁명과 소련의 지배구조 형.- 도입 질문: 동유럽 시민운동 또

.로의 복귀" . 성 는 인권단체와 결속해야 하는 의

.. 사회주의 건설 무가 있는가?

동유럽의 역l. 제 2차 세계대전과 그 결과 - 정치적인 관련성 외에도 2o세기

.사와 후기.. 소련의 지배에 대한 저항 - 독립 유럽 문화의 발전에 미친 동유.

.사회주의의l 투쟁 럽 국가들의 문화(문학작품, 7 .
미래 .. 고르바초프와 새로운 시작 민예술, 미술, 음악)를 소개한다 .

..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의 .- 역사에 대한 연구와 재평가는
문제점, 마피아 구조, 지하경제 등 동서독 사이의 또는 서유럽과 동.

.. 새로운 나찌를, 인종적 긴장, 해외 유럽의 상호 기대와 입장에서 나.
이주 타나는 편견과 몰이해를 밝히는.

.. 유럽 통합 과정에서 동유럽 미래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의 전망 .- 이 주제와 관련해 부란덴부륵주
에서는 폴란드 역사와 독일.폴.
란드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다.
룰 수 있다 .

주제영역: 하나의 세계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3. 아프리카 .- 식민주의 이전의 생활의 형태: 가.- 광고, 문학작품, 영화등에서 확.
족, 종족, 자연종교, 자급자족 경l 인되는 유럽인의 아프리카에 대

U UAb.U o]| U1 한 인상을 비관적으로 검토하는.

.관련성 속에l- 이슬람화, 식민지화와 아틀랜타 것으로 단원을 시작한다 .

.서의 아프리 . 삼각 무역 .- 아프리카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카의역사 l- 독립운동, 탈식민지화, 전세계적 치 한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또는.
신 종속관계 국가의 역사와 구조를 다룬다 .

.- 아프리카에서의 동서 갈등 l- 남북 문제의 핵심 사항을 사례

.- 서방지향적 현대화와 독자적인 전. 를 들어 구체화시킨다:
통의식 사이에서의 아프리카 문화l .기근 . 무기로서의 방?

.- 제국주의 이론과 대안적 발전 이l .풍부한 자원과 과도한 부채 -

론의 기초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구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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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

연방정치교육본부 설치법 전문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 설치법"이라는 별도

의 법규정이 제정되었다. 2ool년 l월 24일 개정된 "연방정치교육본부 설치법
' '

내용은 다음과 같다.lo2)

5 l

(l)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범률상의 기능을 가지지 않은 연방기관으로서 연방

내무성 산하에 둔다 .

(2)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본(Bonn)에 본부를 둔다 .

5 2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정치교육을 통하여 독일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촉

진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구

s 3

(l)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본부장에 의해 관리된다
.

(2) 본부장은 연방내무성 장관이 임명한다, 연방 내무성 장관은 연방정치교

육본부장의 상사가 된다 .

8 4

연방정치교육본부장은 법률상 연방정치교육본부를 대표한다 .

102) "ErlaB tiber die Bundeszentrale fiir politische Bildung", 料拓.'//www.bp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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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연방정치교육본..부장이 학술고문발에
견을 달 의해만장일치로

리할 경우에는 연방내무성의 채택된 사항과 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s 6

(l)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정치적인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객관적 태도와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구성된감독단에 의
(2) 감독단의 위원들은 독일

하여통제된다
零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하여연방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주

있는 정당의 제안에 기초
(3) 연방정치교육본부장은 감독단에게매년의
서에대한입장을 표명해

예산안, 계획보고서, 활동보고
달라고 그것을

교육본부장은 본부의 모 든
감독만에게 제출한다. 연방정치

주요계획과업무에
설명한다

雌 대하여 적시에 감독단에게
(4) 연방정치교육본부장과 연방내무성 대표들은 감독단 회의에참석한다
5 7

연방정치교육본부는 U 주정부의 관할에
지방관청과 긴 해당하는 모든사항에

한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있어서 최고

5 8

이법은2o料년 l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l992년 6월24일 제정된 연방정치교육본부 설치법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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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

r연방정치교육본부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lo3)J

본 규정은 성인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정치교육 행사를 위하여 연방

정치교육본부에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

l.l.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본 규정 및 행정규정 844조 그리고 연방 예산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성인 정치교육 행사(연수, 세미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l.2.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은 재정 지원을 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없

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예산에 반영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결정한다 會

2.l. 재정지원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정치교육에 지원된다
출

o 민주적인 사회질서 및 국가질서를 이른과 실천면에서 이해하는 것을

촉진하는 교육

o 현재와 미래의 주요 경제, 사회, 환경, 기술, 문화적 주제들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는 교육

o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o 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과정에 대한 교육

o 나찌즘에 대한 비판적 논쟁 및 극좌주의나 극우주의처럼 반민주적인

흐름에 대한 정신사적이고 정치적인 논쟁

lo3) 化識chtlinien zur Fonlen-mg von Veranstaltungen der polidschen Erwachsenenbildung

durch die Bundeszentrale fur polidsche Bildung", 狀拓V/wuM-bp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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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수 인종이나 소수 그룹에 대한 편견 제거

o 국제 관계의 발전에 대한 지식 매개

o 평화정착에 대한 의식 강화

o 유럽적 사고와 유럽인으로서의 의식 강화

o 구 동독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논쟁

2.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및

o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행사

o 정치교육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3.l . 재정지원 수요자는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승인한 성인 정치교육기관이다출

3.2. 재정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설 정치교육기관은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승인 신청 정치교육기관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준수하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고) 그리고

연방 기본법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재정 지원

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t 적어도

3개 주 이상의 지역을 포괄하여야 한다.

3.3.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o 해당 기관의 정관

o해당 기관의 이사회 또는 임원 명단

o(경우에 따라서)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밍서류

o 정치교육 사업에 대한 서술(특별히 목표 그룹과 학습 목표 제시)

o재정 구조에 대한 서술

o 해당 기관의 행사 내용(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행사에 연방정치교육본

부 직원이 참관함)

3.4. 승인 신청 서류 심사 및 참관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교육기관으로서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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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행사는 성인 정치교육의 교수학적 원칙에 부합되

어야 한다 .

4.2. 정치교육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4.3. 정치교육 참석자들은 획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지를 지니

고 있어야 한다출

4.4. 재정 지원을 받는 대상은

ol6세 이상의 정치교육 참석자

o 외국인 참석자

o6세 이상의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참여할 때에는 부모와 동일한 수준에

서 재정 지원을 받는다 .

4.5.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o 연방직업교육촉진법에 의거하여 정치교육에 참여하는 회사 임원

o연수 또는 세미나 일정의 절반에 못 미치게 참여하는 참석자

ol년에 3회 이상 정치교육에 참여하는 자

olo명 미만 또는 8o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o 학급 단위로 개최되는 세미나

5.l . 재정지원의 종류 : 재정 지원은 해당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다 구

5.2. 재정지원의 규모 : 최대 범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

5.3. 재정지원 형태 : 환급하지 않는 수당으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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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정지원 결정 기준

o정치교육 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숙박비와 식비

o정치교육 행사 장소의 임대료

o정치교육 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여비

o 정치교육 주최자 및 강사의 강사료

o정치교육 행사 준비, 조직 및 자료비

5.5. 재정지원의 범위

o범주 i(정치교육 양성소가 없는 기관) :참석자 l인당 l일 5oDM 이내

o범주 2(범주 l에 해당하지만 참석자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참석

자 l인당 l일 5 5 D M 이내

o범주 3(정치교육 양성소를 소유한 기관) :참석자 l인당 l일 65DM 이내

5.6. 시간 측정

o 재정지원의 범위는 개별 참석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결정한다 .

참석자들의 출석 상황은 참석자들의 서명과 함께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제

출한다.

o 행사 일정은 하루에 9o분짜리 행사가 4개는 포함되어야 한다출

o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가 시작하는 날에는 오전에 시작하고 끝

나는 날에는 점심 식사 이후 종료되어야 한다출

o참석자가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예정액의 절반만 지원된다 출

6.l. 신청 방법

6.1.1. 1년 동안의 총액 지원 신청 및 총액 배정 통보

i년 동안의 총액 지원 신청은 새 회계년도 4주전까지 연방정치교육본

부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等

o새해의 계획된 정치교육 프로그램

o 예상되 는 지출금액

o 지원희망액수(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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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신청 기관의 재정 상황 자료

신청 서류를 기초로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예상되는 지원 총액을 결정

통보한다. 그러나 이 결정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6.1.2. 개별 사업 신청

개별 사업별로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행사 3주전까지 서면으로 연방

정치교육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o 내용과 기간이 명시된 프로그램

o장소(지역 및 건물명) 및 강사

o 예상되는 참석자 수

o 예상되 는 지원액

6.2. 승인 절차

6.2.1.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신청 서류를 기초로 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재

정 지원을 결정한다

6.2.2.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예산 규정에 따라 예산 지원 결과를 통보한다 .

6.2.3. 1년 동안의 총액 지원 사업일 경우 연초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개별 사업일 경우에는 연방정치교육본부가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

6.3. 정산 절차

6.3.1. 정산은 원칙적으로 3개월에 l회씩 한다. 이 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6.3.2. 정산은 개별 사업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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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

전독연구소 소장 통일 관련 영화

동독의 페쇄정책 i974 . 서독 . 45분

l945년의 독일 i97i . 서독 . 84분

독일의 분단 i98o . 서독 . 45분

독일의 대결 i98o j 서독 i 45분

독일의 화해협력 노력 i98o . 서독 . 45분

독일 분단에 대한 반성 i972 j 서독 j 45분

독일 - 과거와 미래 i98i . 서독 . 45분

승전 4개국과 독일 i975 j 서독 j 3o분

왜 동독은 장벽을 건설하였는.
독일문제 i98i . 서독 . 3o분

독일 국민 1979/8이 서독 . 96분

민족의 분단 i975 j 서독 j 3i분

역사 . 우연, 숙명, 법칙인가? i983 . 동독 . 2o분

l953년 6월 i983 j 서독 j 9o분

유럽의 비극 i965 . 서독 . 4o분

독일과 도망과 추방 i98i . 서독 . 57분

유럽의 .이주자들의 통합 i98i . 서독 . 56분

동독에 서의 추방자 i982 j 서독 j 25분

동독으로의 여행 i97i . 서독 .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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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책의 실천 서독 l 4o분

Rostock 시에서의 주말 i976 j 서독 j 43분

동서독 관계의 현재 i978 j 서독 j 4o분

동서독의 스포츠 교류 i979 . 서독 j 34분

서독수상의 동독 방문 i982 j 서독 j i2분

베를린 장벽 2o년 i98i . 서독 j 32분

베를린의 생활 i98i j 서독 j 27분

l945년의 베를린 i975 j 서독 j 37분
독일정책 베를린

Unter den Linden - 독일 거리
i977 . 서독 j 39분

의 운명

동베를린의 인상 i973 . 서독 j 32분

i974 . 서독 j 45분

독일의 국경 i973 j 서독 . 3o분

국경지역 l독일과 유럽의 중심 . 국경 i983 j 서독 j 29분

국경 지역에서의 삶 i984 j 서독

국경에서의 일요일 i98o j 서독 j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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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에서의 성장 i97i . 서독 j 3o분

서독의 이웃 . 25년간의 동독 i974 . 서독 . 47분

독일공산당 . 6o주면 기념 i979 . 동독 . 56분
개관 및

동독의 역사와 현재 i97i . 서독 . 47분
정치제도

M . Hiibner - 동독의 국회의원 i979 j 서독 . 37분

동독의 검사 i982 j 동독

동독 2o년 i969 . 서독 . 46분

시민 루터 i98i . 동독 . 45분

제2차 세계대전 i975 j 동독 . 27분

역사관 l독일의 5세기 1979/8이 동독 . 96분

동독의 군대 박물관 i975 . 동독 . 29분

동서 대결 i98i . 동독 . 46분

Halle에 서의 생활 i977 . 동독 . 29분

나는 l8세이고 동독에서 산다 i978 . 서독 . 45분

독일 산업도시의 일상 i974 . 서독 . 47분

너는 무엇이 될 것이냐? i976 . 동독 . 27분

위험한 친구관계 i982 . 동독 . 85분

동독에서의 직업교육과 직업선택 i976 . 서독 . 47분

동독의 학교 i979 . 서독 . 45분

l973년 동독에 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축제 i973 . 서독 . 42분

3명의 소녀 i976 . 동독 . 77분

l년간의 시민생활 i98i . 동독 . 96분
.

가족계획 . 어떻게? i974 .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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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개신교 i983 . 서독 . 3i분

동독의 교회 i979 . 동독 . 45분

마틴 루터 i983 . 서독 j 3o분

스파르타쿠스의 후손 . 동독의 스포츠 i978 . 서독 . 3o분

동독의 의사화 환자 i974 . 서독 . 44분

동독의 문화 i978 . 서독 . 44분

독일 . 과거와 미래 서독 l 45분

E피u린 도시의 모습 i979 . 동독 . 29분

Dresden과 주변지 역 i976 j 서독 j 46분

괴테 . 정치활동 i975 j 동독 . 3o분

라이프찌히의 시장 i979 . 동독 . i4분

동독의 화가 i98o j 서독 j 3o분

Mohr교수 . 화가, 디자이너, 베를린시민 i976 . 동독 . 28분

동독의 르네상스 건축물 i978 . 동독 j 28분

동독의 연극 i974 j 서독 j 47분

동독의 미술 i98o . 서독 . i4분

동독의 군대교육 i978 . 동독 . 25분

동독의 사회주의 군사교육 i983 j 서독 j 27분

동서독 기술의 취약점 i973 . 서독 . 44분

동독 과학자의 사생활 i98i . 동독 . 93분

농업분야의 협동조합 i982 . 동독 . 8분

동독의 경제 서독 . 3o분

드레스 덴 서독 l 28분

포츠담으로의 산책 서독 . i6분

에어푸르트 서독 l 7분
도시와

라이프찌히 서독 . 8분

바이마르 서독 l 8분

할레와 데사우 서독 j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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