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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여성에게 통일교육이 필요한가?

1. 여성 통일교육이란?

통일부의 [통일교육 지침서]에 따르면 통일교육이란 “자유 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건 한 안보 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 하고 나

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 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여성 통일교육은 여기에 덧붙여 “ 한민국 국민의 반을 구성하는 여성을 상으

로,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일과정을 비하도록 하며, 실질 인 통일과정에 동참

하도록 하는 동시에, 향후 통일된 국가의 시민으로서 사회․문화 통합을 추구해

가는데 필요한 지 ․도덕 능력을 기르는 제반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다.

2. 여성 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

여성을 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통일과정 속에서 여성이 차지해온 독

특한 상과 한 계가 있다.

첫째, 지 까지 여성들은 통일과정에서 지엽 이고 주변 인 자리를 해왔다. 그러

나 여성들이 통일과정에 평등하게 통합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반쪽자리로 남을 가능

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과 베트남에서 여성이 피해집단

의 하나로 부상하 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남북한 여성이 독일과 베트남 여성의 경험을 반복할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

다. 그러나 남북한과 같이 이질 인 두 체제가 통합될 때 여성이 피해집단으로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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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통일과정에 소

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향후에도 열등한 시민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기

한 노력이 실히 요구된다.

둘째, 여성들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다하기 해서는

통일과정에 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통일이 궁극 으로 여성의 삶에 어떠

한 의미를 가져다 것인지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곧 우리가 분단상황을 극복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성의 삶에서 통일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통일한국

이 지향하는 ‘인간형’과 ‘사회모델’은 구체 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등등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한 최선의 방안 가운데 하나가 여성 통일교육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셋째, 여성을 통일과정에 극 통합하여 여성 가치를 통일과정에 목시킴으로써

우리의 통일 지평을 더욱 확 해갈 수 있다. 화해 력 평화공존 모두 여성 가치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성들의 참여는 통일과정의 실질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남북한 여성들간의 만남은 정치 ․이념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과 직

결된 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도 실질 이며

극 인 기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남북한 여성들은 순수 민간교류의

차원에서 이미 서로 만나본 경험이 있다. 이를 통해 교류역량을 축 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 여성들간의 교류 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리라 상되는 남북한 여성들간의 교류 력에 비하

여 여성 통일교육을 통해 서로에 한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오해와 불신

그리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 동질성과 이

질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여성과 여성의 유 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기

울임으로써 통일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게 될 것이다.

넷째, 여성들로 하여 자신의 삶과 통일의 의미가 긴 히 연결되어 있음을 주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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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필요가 있다. 통일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해 어떠한 미래를 비할 것인가

하는 과제와 한 계를 가짐은 물론, 나-이웃 공동체- 한민국-아시아- 세계

가 연결되는 지 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여성들이 자각하게될 때, 통

일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더욱 활기차게 진행될 것이다.

3.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1) 통일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 존엄성을 보장

하고 인류공 에 이바지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도

통일과정에 극 참여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실 할 수 있도

록 한다.

2) 통일이란 국토의 통일, 국권의 단일화, 민족경제권의 통합, 국민의 통합, 문화

이질성의 극복 등 다면 의미를 갖는다. 특별히 법․제도 차원의 통일 못지 않게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이 통일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도

통일과정에 극 참여함으로써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평화지향성, 타인에 한 배려, 강한 계성의 욕구, 의사소통 시 화해와 조정의

역할 등 여성 가치로 평가되는 덕목들을 통일과정에 극 활용함으로써, 통일로

가는 길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

4. 여성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1) 여성의 통일의식을 제고한다.

여성으로 하여 통일에 한 두려움을 일소하고 통일에 한 심을 폭넓게 불러일

으키는 동시에, 통일이 여성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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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에 한 합리 인식을 갖도록 한다.

여성들로 하여 통일의 필요성 의의, 그리고 통일과정에 한 합리 인식을 갖

도록 한다.

3) 북한에 해 객 이해를 모색한다.

재 남북한 실상에 한 정확한 정보를 토 로 북한사회와 북한주민 그리고 북한체

제 반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남북한의 이질성을 승화시키도록 한다.

4) 여성의 통일 실천 역량을 강화한다.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상을 높이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극 찾아 실천

에 옮기며, “성인지 (gender-sensitive) ”1)에서 통일논의에 한 평가와 반성

을 시도한다.

5) 남북한 여성교류의 활성화를 한 토 를 공고히 한다.

지 까지 남북한 여성교류 과정에서 북한체제 북한여성에 한 이해부족 정보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필요이상으로 반복해왔다. 따라서 여성에 한 자료는 더

더욱 제한되어 있는 실에서 교류 상에 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앞으로 여성들간 교류의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있도록 한다.

6) 통일한국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비하도록 한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경험으로부터 법 ․제도 차원의 통일보다 사회 ․심리 차

원의 통일이 보다 어려운 과제임을 교훈으로 얻었다. 따라서 여성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미리 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1) 성 인지 (gender-sensitive) 이란 통일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성(gender)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 여성들은 통일을 어떠한 방

식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여성들은 통일과정에 어떻게 통합되기를 원하는지 등을

여성의 시각에서 조망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여성들이 통일과정에 소외되

지 않도록 극 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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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일교육을 받게 될 여성은 구인가?

여성은 구인가? 이 물음에 한마디로 답하기란 쉽지 않다.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에는 우리 사회 여성의 삶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학력과 세 , 혼인

여부와 취업여부, 사회계층 기반, 종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삶의 양태를 보임은

물론 가치 과 사회 인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통합 인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연

합리 인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만을 상으로 통일교

육을 하는 것이 일종의 남녀차별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 으로 여성의 경우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성보다 다는

,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여성만의 독특한 역할수행이 요구된다는 을 고려해볼 때

여성 통일교육은 충분히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 여성 통일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성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요한 작업이다. 교육 상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악하고 동시에 각 집단별 동질

성을 확보할 때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사기 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심으로 잠재 인 통일교육 상으로서

의 여성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통계로 본 여성의 다양성

1) 여성의 인구학 특성

여성 인구: 우리 나라 여성 인구는 2000년 재 총 인구 47,275천명 49.6%(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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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로 남성에 비해 다소 다(<그림 Ⅱ-1>). 여성인구 남성인구의 추이를 살펴

보면, 1985년 기 여성 100명당 남성 100.2명으로부터 1995년에는 100.7명으로 여성

비율이 차 낮아지고 있다.

<그림 Ⅱ-1> 성별 인구 구성비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0).

여성의 평균 연령: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연령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1999년 재 32.6세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7세로 남자 31.4세에 비

해 다소 높다. 1980년과 비교해보면, 여성의 평균 연령은 6.8세 그리고 남성의 평균

연령은 6.3세 증가하여, 여성의 평균 연령 증가폭이 남성의 증가폭보다 다소 높다.

여성 인구의 연령 구성: 여성 인구의 연령 구성을 남성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低)

연령층에서는 남성 인구의 비율이 높고, 고(高)연령층으로 가면 여성 인구의 비율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그림 Ⅱ-2>).

출산 합계 출산율: 1999년 재 15세부터 45세에 이르는 가임(可姙) 기간 동안

여성 1인이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자녀 수)은 1.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는 25-29세 여성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149.0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가장 높은 출산

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은 30-34세가 69.2명, 20-24세가 47.2명의 순서로 높은 출산율

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19세 이하는 3.0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40세 이상 연령

층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2.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둥이 신드롬”의 한 단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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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그림 Ⅱ-2>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1999)

출처: 통계청, KOSIS DB 서비스(2000).

여성의 평균 기 여명: 우리 나라 여성의 평균기 여명은 1997년 재 78.1세로 남

성의 70.6세보다 7.5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기 여명은 20년 인 1977

년과 비교해 보면(여성 68.7세, 남성 60.8세) 남녀 모두 약 10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간 평균기 여명

의 차이는 7-8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65세 고령인구를 상으로 한 성비 즉,

여성노인 인구/남성노인 인구를 보면 1997년 1.67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2) 여성과 가족 특성

평균 혼인 연령: 우리 나라 여성의 평균 혼 연령은 1999년 재 26.3세(남 29.1세)

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혼 연령은 매년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여, 10년 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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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볼 때 1.5세(남 1.4세) 높아짐으로써 뚜렷한 만혼(晩婚)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의 평균 재혼 연령은 37.5세(남성 42.2세)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 수 혼인 형태: 1999년 재 혼인건수는 362,673건으로 1980년의 조혼인율

10.6%에서 1999년에는 7.7%로 나타나 매년 감소 상을 보이고 있다. 혼인 형태를 살

펴보면 남녀 모두 혼이 82.5%, 남성 재혼-여성 혼이 3.5%, 남성 혼-여성 재혼

이 4.7%, 남녀 모두 재혼이 9.3%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규모 가족 형태: 1999년 재 우리 나라 가구 수는 12,958천 가구이고, 가구

별 가구원 수는 평균 3.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3>). 가족규모별 분포를 살

펴보면 4인 가구가 31.7%로 가장 많고 다음은 3인 가구 20.3%, 2인 가구 16.9%, 5인

가구 1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율이 12.7%, 6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5.5%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Ⅱ-3> 가족 형태별 분포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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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58.6%로 주를 이루고 있고, 다음 부

부가족이 12.6%, 여기에 편부모와 미혼자녀 가족 8.6%를 합하면 체 으로 핵가족

형태의 가구가 7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이외에 기타 가족 형태가 11.2%, 직계가

족 형태가 9.1%로 상 으로 낮은 비 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간 부부가족의

비율이 7.8%에서 12.6%로 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여성의 하루 일과 시간 사용: 여성의 하루 일과를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나

어 여성의 일과별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을 기 으로 하루의 일과별 시간사용은 수

면, 식사 등 ‘개인 유지’에 10시간 9분을 사용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Ⅱ-1>).

<표 Ⅱ-1> 성별 일과별 시간사용 분포
1)
(1999)

단 : 시간, 분

구분
체

여자 남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개인유지
2)

10:09 10:15 11:05 10:09 10:17 11:04 10:10 10:13 11:06

일 4:02 3:35 2:13 3:01 2:39 1:45 5:04 4:31 2:40

학습 1:45 1:07 0:28 1:38 1:01 0:26 1:51 1:13 0:31

가사 1:53 1:59 2:02 3:20 3:27 3:24 0:25 0:30 0:41

참여/ 사활동 0:04 0:03 0:03 0:03 0:03 0:02 0:04 0:03 0:03

교제/여가활동 4:25 5:13 6:28 4:16 4:55 5:48 4:34 5:31 7:08

이동 1:34 1:41 1:33 1:24 1:28 1:22 1:45 1:54 1:45

출퇴근/기타 련 0:40 0:37 0:19 0:26 0:23 0:13 0:55 0:50 0:26

사회활동 0:21 0:34 0:54 0:20 0:31 0:47 0:21 0:37 1:02

기타 0:08 0:08 0:08 0:09 0:10 0:09 0:07 0:07 0:07

주: 1) 10세 이상. 2) 수면, 식사 등.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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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제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4시간 16분, ‘가사’에 3시간 20분, ‘일’에 3시

간 1분, ‘학습’에 1시간 38분, ‘이동’에 1시간 24분, ‘출퇴근 기타 일’에 26분, 그리

고 ‘사회활동’에 20분의 순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의 경제활동 황

여성의 경제활동은 2000년 재 48.3%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80

년의 42.8%에 비해 5.5% 증가한 수치이긴 하나 남성의 참가율 74.0%와 비교해보면

25.7%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다(<표 Ⅱ-2>).

<표 Ⅱ-2> 성별 경제활동 인구추이(1980, 2000)

단 : 1,000명, %

연도 성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1980
여자

남자

5 412

9 019

42.8

76.4

3.5

6.2

2000
여자

남자

9 000

12 950

48.3

74.0

3.3

4.6

출처: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199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0).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반 으로 “M자(字)형” 곡선을

이루고 있다(<그림 Ⅱ-4>). 곧 미혼 비율이 높은 20-24세에 참가율 60.8%로 정 을

이루다가 결혼 령기에 해당되는 25세부터는 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30-34세에

이르러서는 48.1% 수 으로 낮아진다. 이 시기에 여성의 결혼 출산, 자녀양육이

집 으로 몰려있는 상과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 사이에 한 계가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이후 35-3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40-49

세 사이에 63.1-62.8%로 정 을 이루게 되는데, 이 시기 참가율은 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앞서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후 50세 이상 장년 후기 노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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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면서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림 Ⅱ-4> 연령계층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99)

출처: 한국여성개발원, 「2000 여성통계연보」(2000).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1999년 기혼여성의 47.9%와 미혼여성의

45.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기혼여성의 3.6%와 미혼여성의 9.8%가 실업상

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Ⅱ-3> 참조).

<표 Ⅱ-3> 성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인구(1980, 1999)

단 ：1,000명, %

연도 성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자 실업률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1980
여자

남자

3 794

6 975

1 613

2 045

40.0

88.3

50.8

52.4

40

289

149

268

.1

4.1

9.3

13.1

1999
여자

남자

6 714

10 289

2 031

2 601

47.9

85.5

45.9

49.1

200

378

242

534

3.6

5.2

9.8

14.5

출처: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199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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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80년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8%, 기혼여성이 40.0%로 미혼여성의

참가율이 10.8% 높았던 것에 비해 1999년에는 기혼여성의 참가율이 미혼여성을 2%

앞서는 역 상을 보인다.

취업여성의 산업별․직업별 분포: 취업여성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1999년 재 여

성의 69.3%인 다수가 사회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17.4%는 공업에

13.3%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각 산업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이 53.2%, 2차 산업이 35.9%, 3차 산업이 58.6%를 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 매직이 35.1%로 가장 많고, 다음은

단순노무직 15.1%, 사무직 13.4%, 농림어업 12.2%, 기술 문직 8.5%, 기능․

(準) 문직 7.8%, 문직 4.2%, 장치․기계 조작원 3.4%, 고 리직0.3% 등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Ⅱ-4>).

<표 Ⅱ-4> 여성 근로자의 혼인별 직업분포(1999)

단 ：1,000명, %

혼인상태

직업
체(%) 미혼 유배우 사별/이혼

계 8,304(100.0) 1,832(100.0) 5,425(100.0) 1,047(100.0)

입법공무원, 고

임직원 리자
22( 0.3) 1( 0.1) 15( 0.3) 6( 0.6)

문가 350( 4.2) 130( 7.1) 211( 3.9) 9( 0.9)

기술공 문가 705( 8.5) 402(21.9) 285( 5.3) 17( 1.6)

사무직원 1,116(13.4) 685(37.4) 418( 7.7) 14( 1.3)

서비스근로자

상 , 시장 매근로자
2,912(35.1) 462(25.2) 2,028(37.4) 422(40.3)

농업 어업 숙련근로자 1,017(12.2) 4( 0.2) 790(14.6) 224(21.4)

기능원 련기능

근로자
645( 7.8) 42( 2.3) 524( 9.6) 78( 7.4)

장치, 기계조작원

조립원
282( 3.4) 58( 3.2) 202( 3.7) 21( 2.0)

단순노무직 근로자 1,255(15.1) 47( 2.6) 952(17.5) 256(24.5)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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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여성은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37.4%로 가장 높

고 다음은 서비스․ 매직이 25.2%, 기술직이 21.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혼 유배우 여성은 서비스․ 매직이 37.4%로 가장 높고 다음은 단순노무직이

17.5%, 농림어업이 14.6%, 기능직이 9.6%, 사무직이 7.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별․이혼한 여성의 경우는 서비스․ 매직 비율이 40.3%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단

순노무직 24.5%, 농림어업 21.4%, 기능직 7.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여성 가운데 종교 인구의 비율이 많다는 이다(<표

Ⅱ-5>). 특히 자녀교육의 짐에서 벗어난 년여성 가운데 종교와 련된 활동에

극 참여하는 인구가 많다. 체 여성 인구의 60.8%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을 감안

하면, 교단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이 마련되는 것 한 여성 통일교육에 효과 이리

라 기 된다.

<표 Ⅱ-5> 성별, 종 별 인구구성비(1999년)

단 %

종교인구

비율

종 별 종교 인구 구성비

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

국 53.6 100.0 49.0 34.7 13.0 1.2 0.4 0.1 1.5

여자 60.8 100.0 48.8 35.1 13.4 0.6 0.4 0.1 1.6

남자 45.9 100.0 49.3 34.0 12.5 2.1 0.5 0.1 1.4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0.

2. 여성 통일교육,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1) 여성 집단별 분류

이상에서 살펴본 바, 사회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상이 되는 여성2)을 집단별로 분

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2) 각 학교에 재학 인 여학생 상의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을 통해 체계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인 자원부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의 령 인구별

취학률은 고등학교가 96.8%, 학교가 52.2%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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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취업여성 집단을 들 수 있다. 2000년 기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총 1천 843만 4천 명 가운데 실제로 취업한 여성은 약 884만 5천명

(47.4%)에 이른다. 이들 취업여성의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여성의 47.9%, 미혼여성의

45.9%가 취업을 하고 있다.

실 으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을 동시에 한 자리에 모아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은 교

육 상을 구분하여 각 집단에 합한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을 고려하도록 한다.

먼 취업여성의 경우를 보면, 직종별․직 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근무환

경에 있어서도 비교 큰 폭의 차이를 노출하고 있다. 이 을 고려할 때 취업여성을

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근 가능성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직종별 여성 상 통일교육 근방법을 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 공무원 교원

재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극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여성 공

무원과 여성 교원이 통일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2) 기업 여직원

직장 단 의 사원교육을 실시할 경우 통일교육을 1-2강좌 포함하도록 한다.

(3) 여성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

특별히 여성 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교육기회 자체가 희소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

단체 통일 련 시민단체에서 작업장으로 직 찾아가 순회교육으로서 통일교육

을 실시하도록 한다.

(4) 농업 수산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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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손이 부족한 농 과 어 에서는 지역단 나 취 하는 생산물 단 로 주민

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동으로 매하는 작목반이 운 되고 있다. 따라서 농 에

는 농 ․수 내의 각종 조직, 부녀회, 어 계, 농후계자 모임 등 크고 작은 조직

이산재해 있다. 일손이 바쁜 철을 피해 친목조직이나 작목반, 농․수 단 로 여성

통일교육을 마련해보도록 한다.

(5) 서비스 매직 종사자

여성 취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직종의 경우, 실제로는 백화 과 같은 단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직장 단 로 여성 상 통일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희

박하다. 일단 규모 사업장을 심으로 통일을 주제로 하는 1-2시간 단 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6) 기타 통일교육의 사각지 에 있는 취업여성

기타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소규모 매 서비스직 종사자, 소규모 자

업자, 노무직 종사자 등은 통일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들에게 효율 으

로 근할 수 있는 방법을 극 모색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가장 효율 인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업주부 상 통일교육

업주부도 통일교육의 주요 상이다. 통일교육 로그램을 운 하게 될 실무자들

의 입장에서 볼 때 실 으로 근 가능한 통일교육 상은 바로 이들 업주부이

다. 이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일교육과 련해서 다양한 이해 계를 가질 것으

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처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실 으로 자녀교육의 담자가 된다. 이러한 실 여건 때문에, 여

성 통일교육은 학부모 교육과 연계시켜 진행하는 것이 략 으로 유리하다.

각 학교에서는 정기 으로 학부모 모임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학부모 교육 참여

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한다. 등학교의 경우



- 16 -

는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낸 학년 학부모일수록 학교 행사에 한 심과 참여도

가 높다. 학교의 경우는 상 학교 진학에 심이 많은 고학년 학부모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입시 과열로 인해 학년의 학부모가 진학지도

를 한 학부모 모임에 높은 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 상 통일교육의 경우 자녀의 진학지도를 한 학부모 교육 로그램

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효과 일 것이다.

(1) 학부모 상 통일교육과 학부모 조직의 활용 방안

학부모 상 통일교육 시 활용가능한 학부모 조직을 살펴보면, 각 학교에는 학교

장과 교사, 지역 유지, 학부모 표로 구성된 학교 운 원회가 있으며, 학년 반

별로 의원, 식 원 등의 다양한 학부모 조직이 있다.

이들은 경제 으로 여유가 있고, 학력이 비교 높으며, 자녀 교육에도 심이 많은

집단이다. 학 을 표하는 학부모로서 학교발 에 한 사명감도 높고 엘리트로서

의 사회의식도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학교 운 원회와 다양한 학부모 조직은 정기 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때

학부모 교육과 연계된 통일교육을 실시하거나 련 통일교육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효과 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방자치기 별로 학부모를 한 교육 로그램 강연

회를 열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에서는 ‘학교도서 살리기 운동’을 지자체가 후원하

면서, 도서 사서를 도와 학교 도서 을 운 할 사자 교육 로그램을 실시 에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교육 원회 주도로 해마다 등학교 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를 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부모 상

교육 시 통일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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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의 연령층과 통일교육의 주안

학부모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해서는 자녀의 연령층이 매우 요하다. 자녀

의 연령층에 따라 학부모로서의 심의 폭이 달라지고 학부모 교육의 참여 의지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여성 가운데 통일교육에 한 호응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상되는 집단은 미취학

아동이나 등학생을 자녀로 둔 업엄마이다. 이 시기 여성은 일생을 통해 가장 강

도 높은 모성애를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몇 년 일본의 특정비 리활동법인 Association for Aid and Relief (AAR), Japan

에서 'Charity Association to Send Eggs and Bananas to Korean Children' 라는 기

을 모았다. 북한의 굶주린 어린이를 해 식량을 지원하되 군량미로 비축하지 못

하도록 썩기 쉬운 계란과 바나나만을 보내는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에 가장 많이 참

가한 집단은 30 기혼여성으로 밝 졌다. -www. aarjapan.gr.jp에서 참고-

이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모성이 국가와 이념을 월해 승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사례로서 우리의 여성 통일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곧 이

사례는 여성 통일교육이 평화교육과 한 연 성을 가질 때 그 의미가 더욱 확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통일교육 장에서도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

성 상의 통일교육 호응도가 매우 크리라는 것을 상 한다.

이들에게 어떻게 근해갈 것인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상집단을 나 어 살펴보기

로 한다.

(1) 학령 자녀를 둔 학부모의 통일교육

2000년 7월 '제5회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들의 생활여건 변화를 통계로 분석한 보고

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2000)을 참고하면, 학령 자녀를 둔 업주부

의 연령은 략 20 말에서 30 말에 이르는 후 세 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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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경제 으로는 안정된 산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육아로 인해 취업을

일시 으로 포기한 경우가 많다.3)

취학 자녀를 둔 업엄마는 자녀의 조기교육에 심이 많다. 특히 아 트 등 주거

집 지역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비슷한 주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육아 친목모임

이 이루어진다. 유치원이나 아 트 단지, 수 장 등에서는 비슷한 래의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녀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 다 새 친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래의 어머니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말벗이 되기도 하

고,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도 많다. 외출할 때 서로 아이를 돌보아 다거나, 자녀

양육 교육과 련된 정보를 나눔은 물론, 함께 시회나 야외학습을 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에는 사교육비를 이기 하여 주부동아리에서 특기교육이나 탁아

를 교환하는 ‘품앗이 과외’도 성행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종류의 주부모임에서는 자녀의 사교육에 해 확실하고 치 한 정보를

가진 여성이 실질 인 리더가 된다. 리더는 교육열이 매우 높고, 상 으로 교육수

도 높으며, 육아서 , 인터넷, 이웃이나 친지, 매스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회 , 도서 , 문화센터의 자녀교육 강좌에도 매우 극

으로 참여한다. 이들이 습득한 지식은 친 한 사교모임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간다.

앞으로 학령 자녀를 둔 학부모를 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들의 역량을 활

용하는 방안을 극 강구하도록 한다.

3) 실제로 통계청(199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여성도 평생 직장을 가져야한다’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체 응답자의 26.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연령에 따라 일

정한 차이를 보여 20 에서는 여성도 가정과 계없이 취업해야한다는데 찬성하는 비율

이 34.1%인 반면 30 에서는 그 비율이 22.6%로 감소하고 있다. 취업을 지지하는 경우에

도 30 는 ‘자녀성장 후’ 혹은 ‘결혼과 자녀성장 후’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함으로써

이 연령층의 여성취업이 실 으로 가장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성취업

의 장애 요인에 한 조사결과를 보면(통계청, 1999), 체 응답자의 39.9%가 ‘가사 육

아부담’을 들고 있다. 여기서도 학령 자녀를 둔 30 에서 ‘가사 육아부담’을 여성의

취업 해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30 여성이

육아부담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주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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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자녀를 둔 업엄마의 다른 특징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분이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다는 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육아정보를 얻음은 물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서 이나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음악 화감상 등의 취미활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을 생활화하고 있다.

인터넷서 에서매일매일기록되는주간 종합베스트셀러총 20권 가운데육아서 이

나유아용그림책이매주 게는 3-4권많을때는 10권정도올라있는것은매우놀랄

만한일이다. 종합베스트셀러란연령과성별을통틀어 체 매량을집계한것인데,

인구구성에서유아가차지하는비율을생각한다면이는유아를둔부모의교육열을짐

작 한다. -2001년 상반기 인터넷 서 이용자의 서 구입 실태분석 결과-

따라서 여성 포털 사이트나 육아 련 사이트에 학령 자녀를 둔 업엄마를 한

통일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통일교육

등학생 자녀를 둔 업엄마의 통일교육을 해서는 필히 자녀의 학교수업과 통일

교육을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 임을 주지하도록 한다.

‘조사 숙제=엄마 숙제’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재 등학생 자녀

를 둔 엄마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자녀들과의 친

한 유 형성과 긴 한 상호작용 유지에 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 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요하다.

특별히 등학교 학부모를 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는 이들의 실제 생활과 고

민거리를 십분 이해하는 실무자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교육 담당자 본인이

등학생 학부모로서 교육 상자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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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는 학부모 상 통일교육시 어디에 주안 을 두어야 하는가를 단 으로 보

여 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장은 가족들, 학교에서 내 숙제를 하는 아이를 돕느라 주의

깊게 메모를 하는 학부모들로 붐볐다. 아들, 손자와 같이 온, 한 여자는 모형 아

트를 보면서 아이에게 방이 몹시 비좁다고 말했다… -199쪽-

좀 은 다른 남자와 얘기를 나 었다. 그는 아내와 학교 다니는 조카와 함께

시장에 왔다. 조카아이는 시회 감상문을 학교 숙제로 써 내야 했다… -202쪽-

-조지 워싱턴 학 인류학과 국제 계 분야의 교수인 R. R. 그린커가 쓴 “북한 주민

생활 모습 ’에 나타난 통일/식민 담론” 하나의 문화 통일소모임(1996) 『통일

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도서출 하나의 문화 에서-

은 1993년 6월과 7월, 서울 M 백화 상계 에서 열린 “북한 주민생활 모습 ”

을 참여 찰한 의 일부이다. 북한의 생활용품 2천여 이 3주 동안 시되었는데,

무려 20만 명의 인 가 몰렸다. 이 시회가 신문과 TV를 통해 소개되었다는 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볼 때 20만이라는 인 가 몰렸다는 사실

은 단히 놀라운 상이다.

이들의 다수가 실향민이라든가 북한주민과 어떤 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다른 시회와 마찬가지로 쇼핑을 겸해 자녀의 학교

숙제를 하기 해 나들이를 나왔던 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학부모 상 통일교육을 자녀의 통일교육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통일 련 행사를 열 때 시회 람뿐 아니라 취미

생활이나 쇼핑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소를 고르는 것이 인의 바쁜 일상을

고려했을 때 훨씬 효과 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학부모 상 통일교육은 자녀의 학교수업이나 과제물과 연결시키는 략이

필요하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시회를 열되 사회조사숙제에 참고

할 만한 자료집을 학부모나 교사를 한 지침서와 함께 마련해주는 것이 인 를 모

으기에 유리하다는 도 고려하도록 한다.



- 21 -

3. 여성의 통일 ․북한

1) 여성의 통일

여성의 통일 을 악하는데는 2000년 5월-11월 국의 청소년 성인남녀 1,270명

을 상으로 통일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참조하 다. 통일부 조사는 체 국민

의 통일 과 여성의 통일 을 비교해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 통일에 한 심

“남북한 통일에 어느 정도 심이 있는지”는 < 심이 있는 편이다> 45.1%(여성

41.5%), <매우 심이 있다> 22.2%(여성 24.2%)로 여성도 통일에 해 높은 심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그 그 다> 27.0%(여성 27.3%), < 심이 없는 편이다>

4.4%(여성 4.6%), < 심이 없다> 1.2%(여성 2.3%)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통일에 한 심은 386세 보다는 낮고 청소년 세 보다는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이

고 있다.

○ 통일에 한 희망

“진정 남북통일을 원하는지”는 <원한다> 74.4%(여성, 67.6%), <원하지 않는다>

12.3%(여성, 13.1%), <통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10.8%(여성,

15.8%), <이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2.5%(여성, 4.2%)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을

희망하는 비율은 386세 가 월등히 높고, 여성들 가운데서는 본인이 통일을 원하는

지 여부조차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상 으로 높다.

○ 통일을 원하는 이유

“통일을 원하는 가장 요한 이유”로는 <민족의 지상과제이기 때문> 31.3%(여성,

35.4%), <국가경쟁력 강화> 19.3%(여성, 17.7%), <사회 안정에 한 기 >

18.0%(여성, 16.1%), <이산가족 상 > 15.5%(여성, 17.7%), <경제 실익이 따르리

라는 기 > 11.9%(여성, 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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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통일을 원하는 이유

자료: 통일부(2000).

○ 통일을 원치 않는 이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 불안

정이 오리라는 측 때문>이 46.5%(여성, 43.9%) <경제성장 둔화 통일비용 부담

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37.6%(여성, 33.3%)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통일을 원하는 우선 순 를 보면, 여성은 민족의 지상과제⇒국가 경쟁

력 강화․이산가족 상 ⇒사회 안정의 순으로, 386세 는 민족의 지상과제⇒국가

경쟁력 강화⇒사회 안정⇒경제성장의 순으로, 청소년의 경우는 사회 안정⇒국

가 경쟁력 강화⇒이산가족 상 ⇒경제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분단상황 측

“ 재의 분단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는지”에 해서는 <자신의 세 에 통일

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가 71.3%(여성 64.5%), <다음 세 에 통일이 이루어지리

라 희망한다>가 15.4%(여성 16.8%), <통일이 언제 이루어지든 상 없다>가 6.6%

(여성 9.8%), < 원한 분단 상태에 머물 것이다>가 6.6%(여성 3.9%)로 나타났다.

○ 통일과정의 속도

“앞으로 남북한 통일 과정이 어떤 속도로 진행되기를 바라느냐”에 해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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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가 37.0%(여성 41.8%), < 재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를 바란다> 35.4%(여성 25.8%)로 여성들은 지 의 속도로 통일이 진행되기를 바라

는 응답자가 훨씬 많다. 반면 <지 보다 천천히 진행되기를 원한다>가 17.0%(여성

17.6%), <잘 모르겠다>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각각 6.6%(여성 10.5%), 3.5%

(여성 4.3%)로 나타나고 있다.

○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인식

10 을 기 으로 남북한 주민들간에 동질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수를 주도

록 한 결과 <5 > 26.3% <7 > 15.3%, <6 > 10.7%, <8 > 8.9%의 순으로 나타

났다. 반면 동질성 정도 <3 >은 8.8%, <4 >은 7.6%로 나타났고 <10 >이 7.0%,

<0 >이 5.5%로 나타났다.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평가 평균값은 386세 5.67, 청소

년 5.46, 여성 5.30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차이는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Ⅱ-6> 남북한 동질성 평가

○ 통일의 걸림돌

“통일의 걸림돌”에 해서는 60.9%(여성 62.2%)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꼽고 있고,

다음으로는 <북한 지도층의 태도> 14.8%(여성 14.5%), <북한의 경제체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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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0%)를 지 하고 있다. 통일의 걸림돌에 한 여성의 인식은 386세 보다는

온건하고 청소년보다는 보수 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 통일비용 평가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느 편이 더 큰지 단”하도록 한 결과, <통

일비용이 더 크다> 53.9%(여성 52.2%), <분단비용이 더 크다> 26.4%(여성 26.7%)

로 나타나고 있어 통일비용에 한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7> 통일비용 분단비용 비교

○ 여성의 통일의식

여성의 통일의식은 <통일을 해 여성이 할 일이 많다>(평균값 3.82), <통일을 이루

는 과정에 여성들이 극 참여해야 한다>(평균값 3.77), <여성은 통일논의에서 소외

되어 있다>(평균값 3.41), <통일이 되면 여성의 사회 지 가 개선될 것이다>(평균

값 3.10) 순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통일을 해 여성이 할 일이 많다”는 데는 <그런 편이다> 45.2%, <매우 그 다>

21.3%로 66.5%의 응답자가 지지를 보이고 있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여성들이

극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그런 편이다> 39.7%, <매우 그 다> 22.6%로 62.3%의

응답자가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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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통일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데 해서도 <그런 편이다> 35.0%, <매우

그런 편이다> 15.8%로 50.8%가 이에 동의하고 있고, “통일이 되면 여성의 사회

지 가 개선될 것이라”는 데는 <그 그 다> 42.7%, <그런 편이다> 24.8%, <매우

그 다> 7.7%로 정 망을 하는 응답자들이 다소 높다.

<표 Ⅱ-6> 여성의 통일의식 (단 : %)

통일에 한 인식
매우

그 다

그런

편이다

그

그 다

그 지

않은편
그 지

않다

계 평균값

통일을 해 여성이 할 일이 많다 21.3 45,2 28.9 3.8 0.8 239 3.82

통일과정에 여성들이 극 참여해야 한다 22.6 39.7 32.1 4.3 1.3 234 3.77

여성은 통일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다 15.8 35.0 29.5 12.4 7.3 234 3.41

통일되면 여성의 사회 지 가 개선될

것이다
7.7 24.8 42.7 19.7 5.1 234 3.10

* 계(N)는 무응답을 제외한 숫자임. 평균값은 매우 그 다 5 부터 아니다 1 을 주어

응답자 수로 나 값으로 수가클수록 통일에 해 극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통일과 살림살이의 계 평가

“통일이 되면 우리 집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는지”에 해서는 <별로 나

아지지 않을 것이다> 38.2%, <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18.5%로 56.7%의 응답

자가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그 그럴 것이다> 33.3%, <어느 정도 나아

질 것이다> 8.4%, <많이 나아질 것이다> 1.6%이다.

○ 통일을 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 북한 바로 인정하기 (여성의 지 와 능력 인식)

* 자녀들의 통일 인식 교육 -소속마을의 인식과 교육 조성

* 여성 민간단체 교류 행사( , 바자회 등산 솜씨자랑 등)

-물자 약 사활동 -생활풍습 개선 선도 -농 여성 교류 력

* 동질성 회복을 한 노력 -북한의 실태 악

* 통일교육 자료 확보와 주변 홍보

* 더불어 나 어 주는 삶 -굶주린 삶에 사랑 달 -북한주민 돕기

여성들이 통일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 북한을 통일의 트 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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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하기, 자녀들의 통일인식 교육, 여성 민간단체의 교류 확 , 동질성 회복을

한 노력 그리고 여성 상의 통일교육 자료를 확보하고 홍보를 확 하기 등이 제

시되고 있다.

2) 여성의 북한

○ 여성의 북한 인식

첫째, ‘북한과 우리는 운명공동체’에 해 <그 다> 40.4%(여성 35.0%), <정말 그

다> 28.4%(여성 21.1%)로 북한과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의 경

우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북한과의 계개선은 우리에게도 이익이다’는 <매우 그 다> 18.8%(여성

13.5%), <그런 편이다> 46.3%(여성 39.3%)로 역시 여성의 동의율이 다소 낮다.

셋째, ‘북한지도층과 주민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는 <그런 편이다> 42.9%

(여성 48.8%), <매우 그 다> 16.5%(여성 11.6%), <그 지 않은 편이다> 17.4%(여

성 16.5%), < 그 지 않다> 7.4%(여성 8.3%)를 보 다.

넷째, ‘남북 계에서 우리는 항상 주기만 할 것이다’는 <그런 편이다> 30.7%(여성

39.4%), <매우 그 다> 11.0%(여성 12.2%)와 <그 지 않은 편이다> 32.3%(여성

28.0%), < 그 지 않다> 8.5%(여성 4.9%)로 이에 해서는 동의하는 입장과 동

의하지 않는 입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북한에 해 많이 알고 있다’는 <그 그 다> 49.4%(여성

48.0%), <별로 아는 것이 없다> 27.1%(여성 31.1%), < 아는 것이 없다> 1.8%

(여성 1.2%)로 북한에 한 정보나 지식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북한주민 탈북자에 한 인식

“우리가 북한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해서는 <비하하는 것 같다> 45.2%, 다

음은 <무 심한 것 같다> 26.6%, <잘 모르겠다> 16.5%로 부정 이거나 무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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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이 높고, <동등하게 보는 것 같다>는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어떻게 보느냐”에 해서는 <무 심한 것 같다>

34.5%, 다음은 <비하하는 것 같다> 26.5%, <잘 모르겠다> 18.9%로 북한 주민에

한 생각과 비슷하다. 북한이탈주민을 <동등하게 보는 것 같다>는 20.1%이다.

○ 여성이 느끼는 북한 주민과의 거리감

여성이 북한 주민과 느끼는 거리감의 정도를 측정해보기 하여, 자녀와 북한주민이

결혼도 가능하다, 친한 친구로 사귀어도 무방하다, 직장동료로 무방하다, 이웃에 함

께 살아도 무방하다는 항목에 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결혼⇒친한 친구⇒직

장 동료⇒이웃의 순으로 거리감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 여성이 느끼는 북한주민과의 거리감 (단 , %)

자녀와 북한주민과의 계
극

동의

다소

동의

보통

이다

다소

반

극

반
계 평균값

결혼도 가능하다 7.0 21.2 33.5 28.1 10.3 242 2.86

친한 친구로 사귀는 것은 가능하다 20.6 37.0 32.4 8.0 2.1 238 3.66

직장동료로 무방하다 18.8 42.5 32.9 4.6 1.3 240 3.73

이웃에 함께 살아도 좋다 24.2 37.3 32.8 4.9 0.8 244 3.79

* 계(N)는 무응답을 제외한 숫자임. 평균값은 극 동의 5 부터 극 반 1 을 주어 응답

자 수로 나 값으로 수가 클수록 북한에 한 거리감이 음을 의미함.

자녀가 북한주민과 결혼도 가능한지에 해서는 <보통이다>가 33.5%로 가장 높고,

<다소 반 한다> 28.1%, < 극 반 한다> 10.3%, <다소 동의한다> 21.1%, < 극

동의한다> 7.0%로 반 가 동의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북한 주민과 친한 친구로 사귀는 것에 해서는 <무방하다> 37.0%, < 극

동의한다> 20.6%, <보통이다> 32.4%, <다소 반 한다> 8.0%, < 극 반 한다>

2.1%로 정 견해가 부정 견해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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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북한주민과 직장동료로 함께 일하는 것에 해서는 <다소 동의한다>가

42.5%, < 극 동의한다>가 18.8%로 61.3%가 찬성하고 있고, <보통이다>가 32.9%

인 반면, <다소 반 한다> 4.6% < 극 반 한다> 1.3%로 반 율은 아주 낮다.

자녀가 북한 주민과 이웃에 함께 살아도 좋은지 여부는 <다소 동의한다> 37.3%, <

극 동의한다> 24.2%로 61.5%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고, <보통이다> 32.8%, <다

소 반 > < 극 반 한다>가 각각 4.9% 0.8%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통일을 둘러싼 엄마와 자녀간의 갈등

북한 통일로 인해 엄마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경험한 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거의 없다>가 40.0%, <별로 없다>가 29.1%로 나타났다. 반면 <가끔 있다>가

16.1%, <자주 있다>가 2.6%로 나타났다.

○ 통일 북한 련 정보 획득 경로

통일 북한 련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하는지 질문해본 결과 <TV>가

69.9%로 압도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신문>이 17.5%로 나타나 매체의

력을 실감 하고 있다. 이 이외에는 <교과서 련서 > 3.3%, <학교교육>

2.6%, <인터넷이나 PC통신> 1.6%, <종교단체>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TV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청소년 78.7%, 여성 74.9%, 386세

57.6%로 나타나고 있고, 신문의 경우는 386세 27.1%, 여성 16.2%, 청소년 6.1%로

나타나고 있다.

○ 통일 북한 련 기억이나 인상

통일 혹은 북한과 련해서 떠오르는 인상 인 사건이나 기억을 자유롭게 기술하도

록 한 결과 매우 다양한 사건과 기억이 열거되었다. 먼 정 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으로는, 강산 ⇒남북정상회담⇒평양 교 단의 공연⇒정주 회장의 통일

소 방북⇒이산가족 상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제시되고 있다.

반면 부정 인식으로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굶주리는 아이들 일명 꽃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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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다양한 간첩침투 사건⇒ 문 에서의 도끼만행, 아웅산

폭 사건, KAL기 폭 사건, 땅굴 등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이외에도 김일

성 주석의 사망, 6.25 쟁, 북한 핵 련 사건들도 북한 통일 련 이미지를 형성

하는데 향을 미치고 있으며, 탈북자를 떠올리는 경우도 비교 높은 빈도를 나타

내고 있다.

3) 여성 통일교육 황 요구도

○ 여성의 통일교육 경험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주 하는 통일교육 경험을 질문해본 결과, <경험이 있다>

18.5%(여성 13.4%), <없다> 81.5%(여성 86.6%)로 나타나 통일교육 경험비율이 매

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정부 민간단체에서 주 하는 통일교육 경험은 청소년이

27.0%로 가장 높고 여성이 13.4%로 가장 낮다. 이는 앞으로 통일교육 경험이 없는

다수 여성을 상으로 통일교육을 확 해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

라 생각한다.

<그림 Ⅱ-8> 통일교육 경험 유무

○ 통일교육 경험으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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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경험자를 상으로 “통일교육 후 통일 북한과 련된 생각의 변화가 있

었는지”를 질문해본 결과, <단지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 을 뿐>이라는 응답자가

41.4%로 가장 많았고, <원래 정 이었기에 별 변화가 없었다>가 23.0%로 나타났

다. 나아가 <통일교육 이후 통일 북한에 해 정 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1.5%이다.

○ 여성의 통일교육 수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교육을 받을 것인지 질문해본 결과, 과반수에 이르는

51.7%가 <교육을 받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고, 1/4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

는 반응을 보인 반면, 22.5%는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그림 Ⅱ-9> 통일교육 희망 유무

집단별로는 386세 60.7%⇒청소년 53.3%⇒여성 52.5%의 순서로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태도는 여성에게서 29.0%로 비교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여성 통일교육 요구도

“여성을 한 통일교육이 필요”한지에 해서는 <그런 편이다> 43.4%, <매우 그

다> 28.5%로 71.9%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그 그 다> 20.9%, <그 지 않은

편이다> 6.0%, < 그 지 않다> 1.3%로 나타나고 있다.



- 31 -

○ 여성 통일교육의 주체

통일교육의 주체로는 <민간단체>가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은 <정부> 24.7%, <매스컴> 16.4%, <학교> 11.6% 등의 순이었다. 통일

교육 담당 주체에 해 여성은 민간단체⇒정부⇒매스컴의 순으로, 386세 는 압도

으로 민간단체가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10> 통일교육 담당 희망 주체

○ 여성 통일교육 내용 요구도

통일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할 교육 내용으로는 <북한 바로 알기> 26.8%(여성

23.8%), <통일의 필요성> 15.3%(여성 12.3%), <남북한 동질성 회복 도모> 14.3%

(여성 14.3%), <평화공존의 요성> 11.9%(여성 14.3%), <통일의 장단 보여 주기

> 11.5%(여성 11.7%)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별로 여성은 북한 바로 알기⇒평화공존의 요성․남북한 동질성 회복⇒통일의

필요성⇒통일의 장단 순으로, 청소년은 북한 바로 알기⇒통일의 필요성⇒통일의

장단 ⇒남북한 동질성 회복⇒평화공존의 요성 순으로, 386세 는 북한 바로 알기

⇒통일의 필요성⇒남북한 동질성 회복⇒통일의 실천 방안⇒평화공존의 요성 순으

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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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일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해

보도록 한 결과는 <표 Ⅱ-8>과 같다.

<표 Ⅱ-8> 통일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알고 싶은 내용

통일에 해 알고 싶은 내용 북한에 해 알고싶은 내용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가능성

통일에 한 북한의 태도

북한의 통일방안

남한의 통일방안

독일통일과의 차이

통일 후 사회경제 변화

통일 후의 혼란상

통일 후 민주주의 정착 여부

통일비용, 주변국 정세 등

북한의 경제 황/ 북한의 재정 상태

남북간의 경제 차이

북한의 정치 체제

북한주민의 실 상황

- 종교생활 - 복지 시설

- 교육 - 문화 생활

- 북한의 표 어

- 주민들의 사상

북한 주민이 바라보는 남한

남북이산가족의 교류 등

○ 여성 통일교육과 일상생활의 련성

통일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해서는 < 련이 있다>가

61.3%, < 련이 없다>가 36.9%로 나타났다. 통일과 일상생활의 련성이 높다고 인

식하는 비율은 386세 가 75.2%로 가장 높고, 청소년과 여성의 경우는 각각 59.0%,

56.9%로 나타났다.

통일과 일상생활 사이에 한 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상으로 이 계

가 통일교육에서 얼마나 강조되어야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강조해야한

다>가 56.1%(여성은 48.2%), <매우 강조해야한다>가 27.3%(여성은 28.8%)로 다

수가 통일교육에서 일상생활과 통일의 련성을 강조해야한다는 입장을 보 다.

○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앞으로 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해서 가장 시 히 요구되는 것은 <본인의 참

여의사>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교육 자료가 충실히 갖추어져야

한다>가 20.0%, < 문강사의 확보>가 8.8%, <교육시설> 8.4%, <교육기 의 의지

> 7.9% 등의 순으로 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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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활성화를 한 필요 요건으로는 모든 집단에서 본인의 참여의지를 제일

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은 교육 자료의 요성(21.5%)과 문강

사의 확보(14.2%) 그리고 교육기 의 의지(10.2%)를 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형태

여성들이 생각하는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형태로는 <교양강좌 1-2시간> 31.3%, <여

러 과목으로 구성된 종합교육> 30.0%, <여성회 교육 로그램에 1,2과목 선정>

20.2%, <단체교육시 1,2 과목 포함> 14.6%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 통일교육 후의 변화

통일교육을 받은 후 통일 북한에 한 생각이 변화했는지 여부를 질문해본 결과,

<단지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 을 뿐이다>가 42.9%로 가장 높고 다음은 < 정

으로 변화했다>가 30.4%로 교육의 효과가 비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오히

려 북한에 한 인식이 부정 으로 변화했다>는 경우도 8.9%에 이르고 있다.

4) 여성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1) 여성 통일교육 기회를 극 확 한다.

○ 재 활용 가능한 조직 인력을 최 한 활용하는 동시에, 통일교육의 확 를

해 새롭게 활용 가능한 조직 인력 활용방안을 극 탐색하도록 한다. 여성 통일

교육 상을 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9> 여성 통일교육을 한 조직 인력

기존 조직 인력 확 가능한 조직 인력

* 한국여성단체 의회 한국여성

단체연합 소속 여성단체

* 각 지방자치단체별 여성회 ,

여성발 센타, 여성문화회

* 각 학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 북한 통일 련 시민단체

* 등학교 어머니회, 어머니교실 등

* 반상회를 활용한 교육 홍보

* 각 시도별 학(북한 통일문제 련학과

소재) 여성통일학교설립 운

* 여직원 상 사원교육

* 여성 통일교육을 한 강사은행 로그램

은행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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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은 일반 으로 통일에 한 심의 열기가 낮은 편에 속한다. 여성 5명 가

운데 1명은 통일에 해 잘 모르거나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무 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여성 통일교육 기회를 확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 히 요구된다.

○ 여성의 통일교육 경험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히 낮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한 요구가 차 증가되고 있음은 고무 이다. 여성 상 통일교육은 처음부터 기

를 다져가면서 본격 으로 시작하되, 일단 통일교육에 심을 표명하고 있는 집단

에 해 교육기회를 극 확 해야 할 것이며, 교육에 한 의지가 불분명한 집단에

해서는 교육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율 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통일교육 개념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환을 모색한다.

○ 과거 ‘통일교육=반공교육’이라는 등식으로 인해 ‘통일’에 한 부정 인식과 부

작용이 컸던 을 고려하여, 여성 통일교육은 ‘평화공존’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한이

해에 강조 을 두도록 한다.

○ 교육 로그램 개념을 확 하여 강의 심에서부터 실천과 자원활동을 모두 포

하는 종합 개념으로 확 한다.

(3) 통일교육 내용에 여성 수요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 한다.

○ 여성 집단 내부에서도 연령 학력, 가족주기 등에 따라 다양한 북한 통일

을 보여주고 있는 바, 여성집단 자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통일교육 로그램을 개

발하도록 한다.

○ 여성은 특별히 3명 가운데 1명이 통일에 해 별다른 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에 한 심이 상 으로 높지 않은 여성을 상으로 통일의 요성을 주지시

키고 보다 극 인 통일의지를 고양시켜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여성 통일교육 로그램은 기본 으로 통일의 당 성에 한 이해를 높이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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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하기를 원하는가에 한 보다 구체 정보를 제공해주

며, 북한 체제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 한 교육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는데 한 걸

음 나아가도록 한다. 아울러 북한주민 탈북자에 한 부정 인식을 실 인식

으로 환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보다 구체 으로는 여성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곧 통일비용 부담에 한

우려와 사회 불안정에 한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방향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야할 것이며, 통일비용 분단비용에 한 올바른 인식, 남북한 주민의 이질성과 동

질성 비교 이질성을 다양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통일한국에서 더불

어 사는 연습 등을 여성 통일교육에 포함하도록 한다.

○ 여성이 요구하는 통일교육 내용은 통일로 인해 야기될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과

한 계가 있을 때 그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 련해서 통일과 일상생활의 련

성을 효율 으로 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통일과

정의 완 을 조정하면서 여성들의 통일에 한 두려움이나 거리감을 완화시키는 노

력 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5명 가운데 약 1명의 여성이 북한 통일과 련해서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바, 이들 학부모를 한 통일교육 로그램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4) 여성 통일교육을 한 여성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 재 정부가 통일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통일교육을 주도하

기를 원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이 문제는 통일교육

이 지니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필히 정부에서 주도해야하는 교육 내용과 민간

부문에서 담당해도 좋은 교육 내용을 구분하여 역할분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 여성단체는 향후 통일교육이 민․ 력체제로 나아갈 것에 비하여 여성단체

가 심이 되는 여성 통일교육 확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기존의 여성 상 사회

교육 로그램 운 시 통일교육 기회를 확 하는 방안은 실 가능성이 높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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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교육 효과 면에서도 그 의의가 클 것이라 상된다.

○ 여성 통일교육을 주 하는 여성단체들은 통일교육 내용을 평가하는 합리 기

을 마련하도록 한다. 더불어 이미 시행 인 통일교육 로그램을 상으로 련 분

야 문가 평가를 실시한 뒤, 우수 로그램을 선정하여 인센티 를 부여하고, 다른

로그램을 평가할 때 기 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통일교육 로그램 운 시 교육 수요자로부터 나오는 피드백(feedback)을 로

그램에 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도록 한다. 실제로 여성들 스스로 통일교육

을 담할 문강사 확보와 교육시설 교육자료를 갖추는 작업 그리고 교육을 담

당할 각 기 의 의지가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통일교육 방안을 기

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들 수요자의 견해를 충실히 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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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성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이 장에서는 여성 통일교육 시 어떠한 내용을 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자 한다. 여성 통일교육 내용으로는, 첫째 정부의 북 화해․ 력 정책 기조에

한 이해를 돕는 내용, 둘째 북한사회에 한 객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4)과

더불어 여성들의 통일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제의 내용, 셋째 통일교

육 시 여성들의 특별한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넷째 남북한 여성들

간의 교류 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역으로 나 어 정리하고자 한다.

1. 정부의 북화해 력 정책 기조에 한 이해

1) 북화해 력정책 기조에 한 이해

재 정부는 통일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

다. 이 두 용어의 개념을 구분해 보면, 통일정책은 통일의 과정을 포 하는 정책

이라 할 수 있고, 북정책은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단계에서 특정한 목표를 제시하

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화해 력정책은 한반도 통일을 해 우선 남북한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당면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평화통일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나 우리가 반드시

4) 정부의 북 화해 력 정책 기조에 한 이해를 돕는 내용과 북한사회에 한 객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은 통일부 2002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서 발췌하 다. [통

일교육기본지침서]는 남북 계 통일문제가 안고 있는 상황과 구조의 이 성을 극복하

기 한 균형 인식을 토 로, 북한 실에 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객 북한 을

함양하고, 주변 4국가와의 긴 한 조를 통해 분단상황을 안정 으로 리하면서 평화통

일 기반을 마련해 가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지 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창의 과정임을 인식토록 하기 하여, 우리 사회의 통일문제 문가와

각 통일교육 장의 의견을 종합 으로 반 하여 만든 지침서로서, 특별히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겐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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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해야하는 궁극 목표로서, 지 은 통일의 기반이 되는 평화정착을 추구해야 하

는 때이며, 평화정착을 해 남북이 성을 해소하고 화해 력의 길로 나아가 공

존의 틀을 만드는 것이 실한 때이다. 바로 이 공존의 틀을 만들고 평화정착을 실

하기 해 구체 실천방안을 제시한 정책이 북화해 력정책이다.

2) 북화해 력정책이란?

남북 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출발한 북화해 력정책은 “햇볕정책” 혹은 “포용정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안보와 화해 력이라는 이 로그램을 동시에 수행

하려는 것으로서 남북 계를 특징짓는 재의 분단상태를 평화 으로 리하며, 나

아가 평화정착을 실 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

다.

북화해 력정책은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으로써 쟁을 방지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재의

남북 계 상황에 용할 수 있는 실 선택이다.

3) 북화해 력정책의 추진원칙과 방향

북화해 력정책은 쟁을 방지하고 남북 계를 개선하여 평화공존을 실 하기

하여 다음의 3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평화를 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은

불용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토 를 튼튼히 함으로써 무력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

이 이 원칙의 내용이다.

둘째,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하려는 의

사가 없으며, 나아가 북한의 붕괴를 진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아울러 진 통일을 추구할 경우 상되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

을 우려하며, 그보다는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상호신뢰와 민족 동질성을 회복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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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화해․ 력을 극 추진한다. 분단 이후 되어 온 남북간의 감을 해소

하고 상호이해의 기 를 마련하기 해서는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화해․ 력을 추

진해가도록 한다.

이상 3 원칙에 입각한 화해 력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보다 많은 , 보

다 많은 화, 보다 많은 력의 추구 ②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의 활성

화 ③ 인도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 지원 ④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⑤ 남북 화를 통한 상호주의 력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그리고 ⑥

군사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의 실 노력이 그것이다.

4) 북화해 력정책과 사실상의 통일

우리가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말하는 것은 서로 상이한 제도와 사상을 가진 채 반 세

기 이상 갈등을 지속해 온 남북이 단시간 내에 평화 방법으로 제도, 사상,

토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있다 해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남북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교류

력이 제도화되고 군사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정착된 상황을 말한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이루기 해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천명한 6․15 남북공

동선언의 이행을 제도 으로 보장해나가는 것이 요하다.

5) 북화해 력정책과 국가안보

북화해 력정책은 근본 으로 튼튼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화해 력으

로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화해 력정책에서 추구하는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

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민의 민주

역량의 신장을 통한 건 한 애국심의 발양을 통해서 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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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에 한 객 이해

1) 북한 인식의 방향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 군사 으로 결상태에 있는 경계 상이라는 과 민족

공동체 형성을 해서 함께 력해나가야 할 동포라는 이 실인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남북이 서로간의 성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민족공동

번 의 동반자 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재 북한이 처한 내외 환경과 북한의 구체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 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북한을 무조건 부정

으로 보거나 무비 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객 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토

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실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체제를 단편 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북한사회의 반 인 내 작동원리

를 이해함으로써 남북 계의 변화에 의연하게 처하는 능력을 배양해나가도록 한

다. 곧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기 해서는 단순히 식량난이나 경제 기 등 재 겉으

로 드러나는 상에 머물지 말고 이러한 상을 가져오게 된 ‘북한 요소’ 는 ‘북

한 상’은 무엇인지를 숙고한 다음, 자유민주주의나 인권, 복지와 같은 보편 가

치기 에 비추어 북한의 실을 비 으로 재해석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2) 북한 주민의 가치 남인식

북한사회를 외부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주민의 가치 도 시 에 따라 변

화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갈 것임은 분명하다. 1990년 이후 북한주민들은

반 인 경제난을 겪는 한편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환 과정을 지켜보

면서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 규범체계와 일상생활에서 따르는 비공식 규범체계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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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변화의 와 에서도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 으로서 주체사상에

이론 근거를 두고 있는 ‘ 명 수령 ’과 이를 보완하기 한 ‘사회정치 생명체

론’ 이라든가,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한 우월의식을 강조하

는 조직생활의 특성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공식규범과 련된 가치 이 쉽게 약화되

리라 기 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이다.

다만 북한의 남인식이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개 ․개방에 성

공하여 경제 풍요를 리는 국보다 잘 사는 곳’이라는 을 인정하는 상황에 이

르 음은 고무 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북한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겉으로는 당국의 공식 규범이나 가치 에 순응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생존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주민 부분이 조선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 한 조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하리라 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이다.

3) 북한의 정치

북한에서 정치는 ‘계 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 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 기능’으로 규정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는 당과 국가에 의해 일방 으로 수행된다. 북한의 정치는 실에서

최고 권력자인 수령을 정 으로 체사회가 일원 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인다. 즉

수령-당- 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최고권력자의 통치이념을 실천해나가

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이념은 주체사상이다. 1998년 9월 개정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 의

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심의 세계 이며 인민 의 자주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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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 지침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에서도 집단주의 원리와 사회정치 생명

체론에 입각한 ‘수령 심의 유일체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 으로 롤 타

리아 독재체제는 당, 국가, 외곽단체로 구성된다. 당은 롤 타리아 독재체제에서의

지도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기 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당과 을 연

결시키는 매개체로서 군 을 교양하고 당정책을 철하기 해 군 을 조직․동원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외곽단체는 각계각층의 범 한 군 을 조직화․의

식화하여 당을 심으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4) 북한의 경제

북한은 분단 이후 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 민족경제

건설과 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를 추구해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모든 수단을

국가와 사회 동단체가 소유하고, 생산과 분배를 계획에 의해 조 ․통제하는 경제

운 방식이다.

자립 민족경제란 생산의 인 ․물 요소를 자체 으로 조달하고, 모든 경제활동

을 자기 완결 으로 실 하는 경제체제로 정의된다. 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는 경

제의 물 토 를 공업 개발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경공업 등 경제 반의 발 을

도모하는 불균형 개발방식이며, 명과 경제건설을 함께 달성할 목 으로 군수용 생

산과 민수용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군산복합체의 생산방식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성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권 붕괴로

경제의 순환구조가 마비된 상태에 이르 다. 실제로 북한경제는 자립 민족경제 건

설 노선을 추구할 만큼 내부자원도 풍부하지 못하거니와, 무리한 공업 우선의 불

균형 발 략으로 산업간의 유기 연계를 상실함으로써 기존의 내부자원까지 고

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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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난의 악순환 구조는 에 지 부족과 식량난

에서 출발되었다. 에 지원을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기 해서는 외화가 필요했으나

내수 심의 경제구조로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출상품을 만들 수가 없게 되자,

력 공 이 격히 악화되고 공장 가동율이 30%이하로 떨어지면서 북한경제 반

에 원자재 부족 상과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가속화시켰다.

80년 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식량난 한 그동안 된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

과 소련 동구화 해체 등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에 덧붙여 90년 이후의 자연재

해로 인해 자체 생산량이 50% 수 으로 감하고 외화부족으로 체 식량 소요량의

부족분을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차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최근 경제난 극복을 해 제도 개선 외 계 확 를 추구하고 있으나,

근본 인 문제해결에는 아직 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회생을 해서는 내

부 으로 경제체제를 보다 효율 으로 개 하는 동시에, 보다 극 으로 민수경제

의 회생과 인민생활 수 을 향상시키는데 을 두어야할 것이다. 나아가 외부 으

로는 보다 극 인 개방을 통해 한국을 시하여 발 된 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

입할 수 있는 극 비와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함께 살아갈 상으로서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을 객 으로 이해하기 한

노력은 통일과정의 첫 출발로서 매우 요하다.

여성들이 특히 궁 해하는 북한의 가족생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 북한의

교육, 언론, 문 등과 련된 객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상호 이질 인

체제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더불어 함께 사는 연습을 시도해본다.

5) 북한의 가족생활

(1) 사회주의 가족론 통 가부장제 원리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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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북한의 가족은 기본 으로 사회주의 가족원리와 유교 가부장제의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 으로 볼 때 정권 기에는 사회주

의 가족제도의 구 을 명분으로 건 가부장제의 요소가 온존하고 있었다면,

1980년 이후에는 주체사상을 통해 통 가족 계를 본격 으로 복원하고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 쟁 이후 1970년 말까지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기치로 내세운 북한은 가

사 가정의 사회주의 개조에 박차를 가하 다. 가정을 사회의 세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 하면서 북한에서는 가부장 가족원리와 사회주의 가족정책이 병행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례로 1955년에는 [공민의 신분등록에 한규정]을 통해 호

제를 폐지하고, 1958년에는 생산양식의 사회주의 개조가 완료되었음을 공표하면

서 그 동안 한시 으로 인정되던 사유재산제 상속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사회주의

가족의 기반을 공고히 하 다.

그러나 통 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치

못했던 사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가족정책에 다시 가부장제 요소를 강화하

게 되었다. 즉 과거에 비해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상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부담

이 가 되자, 북한은 1956년 의이혼을 폐지하고 재 이혼만을 인정하는규정을 발

표하여 이혼요건을 강화하 다.

북한에서는 한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집단화․공동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계

화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가족론이 주장하는 바 여성해방의 실 을 한 조건을

갖추고자 하 다. 이른바 ‘가정의 기술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사노동의 집단화는

1950년 말 된장, 간장, 김치 등을 포함한 주요 식료품 기호품을 량생산함으로

써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이기 한 취지에서 출발하 다. 이후 1960년 부터는 상

, 병원, 세탁소, 이발소 등 사회 사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가사노동의 서비스산업화’를 추진하 으며, 1970년 들어와서는 여성들의 이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하여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공 을 확 함으로써 ‘가사노

동의 상품화’를 추진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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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실시된 양육 가사노동의 집단화․공동화는 여성해방의 취지보다는 여

성노동을 보다 효율 으로 동원하기 한 략으로서의 의미가 강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 사회주의 집단생활의 규범을 일상 으로 내면화하도록 하는 효

과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0년 이후 본격화된 주체사상의 등장은 북한식 국가 가부장제의 형성에 결정

인 의미를 갖는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경제․외교․군사 등 분야에 걸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규정하는 교조 강령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요하게는

북한의 정치권력을 의인화(擬人化)하고 김일성 개인 일가에 한 카리스마 우

상화 과정에 기여하 다.

국가권력의 의인화는 가족을 메타포로 한 유기체 국가 을 북한사회에 주입시켰

다. 유기체 국가 에 따르면 김일성은 인체의 두뇌 혹은 심장에 해당되고 가족에

비유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은 수령과 인민을 연결하는 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으로 치면 어머니에 해당한다. 인민 은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의

도 에서 명투쟁을 수행하는 자식과 같은 존재로 비유되고 있다.

유기체 국가 은 1972년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3조에서 가족을 ‘사회의

세포’로 정의하고 있는데서 보다 형 으로 표 되고 있다. 이는 가족의 존재 근거

는 국가와 생물학 으로 공생하는데 있으며, 가족은 국가의 이익에 복종해야함을 의

미한다. 나아가 북한의 가족은 단순한 연 ․인간 애정에 기 하여 “소유권과

상속권을 둘러싸고 갈등과 모순, 인신 속 계”로 얽 있는 계 사회의 가족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근로인민 이 꾸려 가는 가족은 “자주 이며 창조 인 생활에

한 지향과 념원, 고상한 동지 계”에 의존하는 것이며, 나아가 “참다운 가족

계는 수령의 명사상을 옹호하고 근로 의 자주성을 하여 헌신 으로 싸우려

는 숭고한 리념과 뜨거운 동지애, 건 한 애정에 기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유기체 국가 은 1980년 들어 ‘사회정치 생명체론’으로 발 되었다. 이

는 정치 생명을 매개로 하여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인민

이 ‘ 연 계’ ‘ 명 의리와 동지애’에 기 하여 ‘사회주의 가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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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북한의 권력구조 자체가 친인척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사회정치 생명체론’과 실질 으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 이후 북한 가족정책의 복고주의 혹은 탈사회주의 경향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것은 1990년 10월 24일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다. 이는

해방이후 산발 으로 존재해왔던 가족 련 법규를 체계 으로 정비한 것으로서, 북

한에서 새삼스럽게 이 시기를 택해 가족법을 공식 제정한 의미를 신 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가족법 제1조는 “온 사회를 단합된 사회주의 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정치 생명체론에 입각한 가족국가 을 분명히 언 하고 있다.

한 결혼과 이혼에 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여 “결혼은 신분등록기 에 등록을 하

여야 법 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한 ‘자유결혼’의 이데올로기를 선언

하 음에도 불구하고 명 동지애를 요구함으로써 가족은 ‘사회의 세포’로 존재해

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1990년 가족법에서 가장 길을 끄는 것은 통 가족제도의 유산을 거 회복하고

있다는 이다. 우선 어머니의 일차 역할로서 어린이 양육과 교양을 강조하고 있

는 바, 이는 여성의 노동계 화를 주창하는 사회주의 가족원리와는 긴장을 일으

키는 조항이다. 한 친족부양의 범 를 확 하여 부모자식은 물론이고 형제자매,

조부모와 손자녀, 기타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까지 부양 상에 포함시키고 있

다. 이는 친족부양의 범 를 확 함으로써 국가부양의 범 를 축소하고 가족을 통해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 조치로 해석된다. 후견제도의 확 도입 역시 국

가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제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사회주의 원칙에서

는 분명히 후퇴한 것이다. 가족법 제5조에 따르면 “상속은 개인재산에 한 법 보

호의 계속”으로서 “국가는 개인재산에 한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에서는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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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 그 밖의 가까운 친

척에게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제를 인정하게 된 데 한 공식 설명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한 공민의 개인재

산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사람들이 자기재산에 하여 깊은 심을 가지는 과도

사회의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상속제를 인정하게 된 진정한

의도는 한편으로는 약화된 국가부양기능을 가족부양으로 체하기 함이요, 다

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물질 인센티 를 강화하기 한 노력으로 추정된다. 결국

1990년 가족법 제정의 의미는 북한 가족정책의 탈사회주의화 혹은 가족제도에 있어

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 하려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가족을 이해하는데는 엥겔스․ 닌의 사회주의 가족론 보다

는 가족을 사회통제 내지 통합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유기체 가족주의가 더욱 설득

력을 갖는 것으로 단된다. 더욱 가족은 다른 사회조직에 비해 국가의 강제력에

항하는 힘이 강하다. 북한과 같은 폐쇄형 사회에서는 통문화가 별 손상을 입지 않

고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가족 계의 사회주의 명이라는 수사

표 의 이면에서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원리를 발 ․강화시킨 것은 가족 계의

성 내지 변화에 한 항성을 악하여 이를 “수령 심의 유일지배체제”를 강화

하는 요인으로 활용한 결과로 보인다.

(2) 북한가족생활의 실제

가. 배우자 선택과 결혼

북한의 실제 가족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서 나오는 공

식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 그리고 북한의 소설 화 내용을 종합하여 추론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먼 배우자 선택 행태를 보면, 부모의 의견을 그 로 받아들이는 매혼으로부터

당사자들간의 선택이 심이 되는 연애혼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

다. 배우자선택 기 을 보면 통 념과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실 요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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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자는 마음씨 좋고, 소박하고, 남편과 시부모 공

잘하고, 아들 딸 잘 기르고, 갈라진 민족의 슬픔을 구보다 가슴아 해야 인기가 있

고, 남자는 양심껏 일하고, 사려가 깊고, 사람이 좋으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사회주

의 이념으로서는 일생을 동지로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정신 풍모

를 갖춘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나, 실 기 으로는 여자는 성분 좋고 외모가

수려해야 하고 남자는 학벌과 성분이 좋고 당․정 료이면서 도시거주자가 인기가

높다.

북한의 평균 결혼연령을 보면 1946년 남녀평등권법령에서는 최 혼인 연령을 남자

18세 여자 17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쳐야하고, 가

정을 이루기 해서는 경제 능력을 갖추어야하기에 결혼연령이 높아지게 된다. 그

러나 북한에서 만혼이 장려되는 이유는 김일성의 교시가 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

는 해석이 지배 이다. 곧 1971년 조선민주주의녀성동맹 4차 회에서 “녀성들은 학

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정생활에 묻히지 말고 시집을 조 늦게 가더라도 당과 명

을 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는 연설을 한 이후,

같은 해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6차 회에서도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

면 명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게됩니다. 따라서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함에 따라 결혼 령기가 남자 30-31세, 여자 28-29세까

지 높아졌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다시 남자 25-26세, 여자 23세 정도로 낮아졌다

고 한다.

결혼을 약속한 당사자들은 부모는 물론이고 소속직장이나 동농장의 당책임자(비

서) 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직장의 책임

자가 결혼을 승인하게 되면 양가 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결혼 날짜를 잡는다. 결혼

날짜를 잡는데는 길흉을 가리는 통 풍습은 사라진 신 노동에 지장이 없는 일

요일과 공휴일을 택한다고 한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 하신 수령님의 상화 앞에 을 올리는” 차로부터

시작되며 “수령님과 지도자 동지에 한 충성의 한길에서 원한 부부로 명의 가

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는 결혼서약을 한 다음 간단한 물을 교환하고,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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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맞 , 합환주 교례, 주례의 덕담, 하객에 한 인사 등이 있고 식이 끝나면 하객

들을 한 피로연을 한다. 일부 특권층 자녀들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나 일반

주민의 자녀들은 신혼여행이란 단어조차 모른다고 한다.

혼인을 하면 남편을 따라 분가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농 처녀들이 도시로

시집가기를 원하기에 농 노동력 확보를 해 농 처녀와 혼인하는 도시총각은 농

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사정이 악화되어 부모나 친지집에 얹

살다가 결혼 후 4-5년이 지나서야 주택을 배정 받아 분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나. 가족기능과 가족구조

북한의 가족법 해설서에는 사회주의 가족론의 원리를 따라 가족의 기본특성을 다음

과 같이규정하고 있다. 첫째, 압도 다수 가족은 완 히 자유롭고 자원 인 의사

에 의하여 맺어지는 결혼을 기 로 하여 형성된다. 둘째, 비단 부부 계 뿐 아니라

기타 가족성원들간의 계에서도 물질 타산의 고려는 본질 의의를 상실한다. 셋

째, 결혼은 엄격한 일부일처제에 기 해있다. 넷째, 일체의 가족 계는 남녀평등의

토 에 입각하고 있다. 다섯째, 당과 국가는 가족생활과 자녀의 이익에 부정

향을 주지 않도록 백방의 배려를 돌리면서 여성들을 사회 생산활동에 더욱 범

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책을 취하며, 여성 특히 모성의 이익을 보호한다. 여섯째,

사회의 세포로서의 가족의 이익은 사회와 국가의 이익과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특성을 바탕으로 북한에서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기능은 인간의 증식과

세 의 계승 기능, 자녀들에 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기능 그리고 주된 기능

은 아니나 공동생산, 공동소비, 사회보장의 기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가족의 기능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실과 사회주의 가족

의 이상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감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먼 가족의 경제 기능은

생산수단의 집단화 동화로 인해 상당히 축되었다. 가족이 주요 생산단

생산조직은 아니지만 가족성원 개개인의 노동의 가를 개별 으로 배당 받아 가족

이 한 단 를 이루어 소비한다는 기본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가족은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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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과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소비수 이나 행태는 자본주의 사회와 다르다.

사회화 기능은 어느 사회에서나 주요한 가족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은 정책 으

로 가족의 명화를 기치로 가족의 정치사회화 기능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어머

니의 역할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계 화를

해 공공 육아기 을 확충하고 생산단 별로 정치교양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가족

의 사회화 기능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다.

가족은 북한에서도 지 귀속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계층을 가

족성분에 따라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자격도 가족의 사회경제 배경과

명경력에 따라 주어진다. 북한에서도 결혼의 범 , 자녀의 교육기회 직업선택 등

과 같은 삶의 기회의 차별 분배가 가족성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일

성 부자의 세습에서 정 에 달한 지 세습 기능은 사회주의 가족의 이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북한의 가족구조는 재 소규모 2세 핵가족을 심으로 정착되었다고 단

된다.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인구이동 분산으로 인해 가족단 가 축소되었기 때

문이다. 1960년 자료를 보면 평양근처 동농장의 평균가구원 수가 4.57명으로 나

타나 있고, 체 가구의 69%가 3-6명 규모로 자녀수는 평균 2-3명일 것으로 추측된

다. 이 가운데 3세 확 가족으로 분류 가능한 경우는 약 19.2% 다.

1970년 까지 북한에서는 노동력 확보를 하여산아장려정책을 쓴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 뒤 1974년 김일성이 자녀는 3명 정도가 좋다고 말함으로써 산아제한

을 시작하 으나 최근에는 다시 다산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3월 8일 국제부녀 이

나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 공포일을 맞이하 을 때 “모든 여성들은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수령 결사옹 투사로 키워야” 할 것을 강조하거

나 자식을 많이 낳아 기른 노동자에게 노력 웅 칭호와 함께 국기훈장 제1 을 수여

하는 등 극 인 다산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소련의 경험을 거울삼아 사회주의 체제 형성 기에 가족해체나 친족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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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를 시도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호주제도를 철폐하고 친족 계를 제한한 것은

문 과 문벌․가문 심의 건 가족제도를 해체하기 한 것이었다. 재 북한주

민들이 인지하는 친족의 범 는 4 정도이고 4 만 넘으면 “먼 친척”이 된다고 한

다. 1960년 이후 항렬이나 수를 따지는 풍습이 사라졌고 자신의 본(本)에 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처럼 친족의 범 가 축소되고 계가 소

원해진 이유는 가정의례를 간소화하는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이동을 제한하는 사

회통제의 결과로 보인다.

다. 부부 계, 부모자녀 계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이념을 내세우는 북한의 부부 계는 형식상 수평 계를 유

지하나 내용상으로는 수직 계를 나타낸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사회 의무로 인

식되고 육아 일부 가사노동이 집단화됨에 따라 남녀간의 형식 평등은 확보되었

으나, 여성에게는 모범 노력일꾼․ 명 사 이외에 여 히 아내와 며느리역할 그

리고 어머니 역할이 강하게 기 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여성들은 사회주의 이념과

가부장 이념 사이에서 혼란과 긴장을 경험하리라 짐작된다.

통 념과 사회주의 이념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은 소설 속에서

쉽게 찰된다. 이를테면, ‘낡은 윤리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남편 밥상은 손수

차려주어야 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명동지로서 의식화되었느냐를 자성하는

모습’이라든가, 가족역할과 사회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의 모습이 자주

에 뜨인다. 물론 소설의 결론은 정치이념을 따라 이상 인 사회주의 사회의 동료

계로 귀결되는 것이 상례이나, 실은 소설의 규범 결론과 일치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해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부모자녀 계를 보면, 사유재산제의 폐지와 공교육의 확장 등으로 가부

장의 실질 인 권 기반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 인 요소가 강한

형태로 남아있다. 이는 북한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이 온존하고 있는 , 맏아들의 역

할을 시하는 , 엄격한 아버지․감싸주는 어머니의 형이 그 로 유지되고 있는

등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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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들어 정치 으로 윤색을 하긴 했지만 공식 으로 효를 요한 덕목으로

간주하고 있는 은 주목할만하다. 김일성의 어린 시 을 모델로 해서 효도와 가족

계의 요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가족법 제28조에서도 “자녀는 부모를 사랑

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자식에 한 부모의 의무감보다는 자식의 부모에 한 책임을 더욱 강조되

고 있는 것이 에 뜨인다.

“북한 가족 정책의 변화”( 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에 의하면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노인이 4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딸 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가 24%, 노인부부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17%, 양로원 입주가 14%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통 효 윤리를 강조하는 이면에

국가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가하기 한 의도가 숨어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북한에서 이혼은 제도 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바, 1956년 내각 결정 24호에

따라 개인의 자유의사와 합의에 의한 이혼제도는 폐지되고 재 에 의한 이혼만 인정

되고 있음은 앞서도 밝힌 바 있다. 이혼 차는 시․군 재 소에 50원 짜리 수입인지

를 첨부하여 이혼청구서를 제출하면 시군 소재 인민재 소의 결에 따라 이혼이 결

정된다.

거주지역 인민재 소가 인정하는 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반당분자, 반 명분자, 종

분자, 정치 반항자로 처벌을 받았거나 가족법 제 21조에 명시된 로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 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보다 구체 으로는 성병 등 건강상의 이유나 배우자의 부정

폭행 그리고 “부부 계를 계속할만한 정치 도덕 기 를 상실한 경우”에만 이

혼이 허락된다. 가족법 자체에 “이혼이 사회와 명에 이로울 때는 용인하고 해로울

때는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혼 후 자녀양육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도

록 하고 있다.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노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수

에 따라 (남편의) 월수입의 10-30% 범 내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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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은 사회 풍습으로 인해 과거에는 이혼율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

혼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라. 가족의례

가족의례는 가족의 정서 유 를 공고히 하고 연 귀속의식을 다지는 기능을 한

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물자의 낭비, 건잔재, 종 주의 분 주의 조성 등을 명분

으로 통 가족의례를 규제해왔다.

1960년 말까지는 문 차원의 제사만규제하고 직계존속에 한 통 방식의 제

사는 묵인하 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4년 김일성이 국농업 회에서 ‘사회주의

제사’ 방식을 제기하면서부터 추석 성묘와 직계가족의 탈상제 정도까지만 묵인되고,

음력명 과 한식, 추석 등 통명 은 무시되는 신 기제사 정도로 간소화되었다고

한다. 1980년 말 들어서면서부터는 통명 을 부활하여 묘소를 찾아가 기념하는

것이 활성화되었고, 최근에는 김일성의 3년 탈상제가 강조되기도 했다.

제례는 극히 간소화되어 축문을 올리고 큰 을 하는 신 서서 간단히 묵념하는 것

으로 체되었다. 다만 장례식 때 문상객들이 부의 을 내고 두 번 하고 맏상주가

곡하는 식의 통 의례방식은 그 로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3일장보다는 1-2일

장이 보편화되어 있고 요즘은 당일장이 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장지는 거주지 주

의 지정된 묘지로 하고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

회갑 잔치는 공식 으로 지되어 있으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몰래 치르는 경우가 다

반사라고 한다. 1961년 “60청춘 90회갑”이라는 김일성의 교시 이후 회갑잔치가 사라

졌으나 1970년 다시 부활하 다. 음식은 이웃과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간소하게

차린다. 돌잔치는 탁아소에서 공동으로 한다.

북한에서 최 의 명 은 국가경축일로 지정된 김일성 부자 생일이다. 김정일의 생일

인 2월 16일부터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은 축제기간으로 정하여

혼인식도 자제할 것을 권한다. 설․단오․한식․추석 등 민속 4 명 이 김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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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로 1967년 이후 폐지되었다가 1988년 이후 부활하 다. 민속명 을 부활시킨

이유는 이산가족찾기 사업으로 해외동포의 방문이 빈번해지고, 동시에 우리식 사회

주의와 조선민족의 우월성을 선 하기 해서라고 한다. 단 민속명 때는 정무원이

고시한 후 일요일에 보충노동을 해야하므로 법정공휴일은 아닌 셈이다. 1993년

이후 음력설만은 따로 고시하는 노동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속명 에 성묘하고 벌 하는 풍습은 그 로 남아있으나 조상에게 큰 을 한다거

나 세배하는 풍습은 사라졌다. 신 김일성 부자 상화 앞에 먼 을 한 다음 조

상을 추모한다. 국가경축일인 김부자 생일과 군창건일(9월 9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에는 사탕․과자․돼지고기 등 특별배 품이 나오나 민속명 에는 특별배 품

이 없어 ‘껍데기 명 ’이라 부른다.

결국 북한은 공식 으로 맑스․ 닌주의 가족 에 따라 남녀 계 부모자녀 계

의 억압 요소를 제거하고자 시도하는 한편으로 국가 가족주의를 통해 가족을 사회

주의 건설의 효율 단 로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지향한다는 명분 아래 가족의 기능 가족 계에서 통 요소를 복원하려는 경향

이 찰되고 있는 바, 사회 기의식이 고조될수록 가족의 통 요소가 강화되

고 사회통합의 기능이 강조된다는 사실이 북한에서도 외는 아닌 것 같다.

6) 북한의 일상 생활

(1)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가. 북한 노동자의 일상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은 노동(생산), 여가, 휴식(소비)으로 3분할된다. 이러한 생활구

조는 기본 으로 생산조직, 여가활동, 그리고 가족으로 분할된 공간구조와 긴 하게

연 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 제33조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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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 히 철한다. 국가기 , 기업소,

사회 동단체는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옳게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

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여가시간

으로 규정된 8시간이 학습시간으로 체된 것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사회의 조

직 원리를 반 하는 것이다. 학습장소는 작업장에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체 생

활공간을 포 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는 수평 직업집단이나 수직 계 집단에 소속되기보다는 당과 국

가기구에 긴 하게 연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과 일상생활이 기본 으로 수령의 교

시와 당의 지침, 직업집단의 리방식에 의하여 규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노동자의 하루를 보면, 사회주의 노동법에 8시간 노동제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

제 노동실태는 다르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남성노동자들은 아침 7

시에 출근하여 녁 8시에 퇴근한다. 13시간 2시간은 ‘작업총화’로 정치학습시간

이다. 이 때는 로동신문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 독보회를 한다. 실제노동시간은 곽

밥(도시락)을 먹는 심시간을 포함해서 평균 10시간 정도에 이른다.

사회주의 노동법 제20조에 따르면 “작업량은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

행되어야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어, 원칙 으로는 시간 외 노동이 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작업량의 과달성을 해 시간 외 노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기본임 삭감과 같은 벌이 따르고 과 달성 시에는 추가임

이 지 된다. 노동자들의 출근사항은 매일 인민보안성에 보고되며, 장기무단 결근자

는 보안성 요원이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일 퇴근한다. 탁아소에 맡긴 자녀를 찾으러 가야하

기 때문이다. 작업 시간 간에 유아를 한 수유시간도 잡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해서는 오 오후 각 2번씩 하루 네 번, 생후 1년 이상 된 유아를 해서는

오 오후 각 1번씩 하루 두 번, 한번에 30분씩의 수유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한편 사회주의 노동법 제62조에서는 “로동자 사무원 동 농장원 등은 해마다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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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반노동자, 사무원, 동 농장원에게는 연간 14일의 유 정기휴가

가 주어진다. 지하 유해직 근로자에게는 정기휴가 이외에 7-12일의 보충휴가가

허용되는데 역시 유 이다. 여성에게는 매달 생리휴가를 주고, 임산부에게는 산

60일 산후 90일의 휴가를 주는데 이 때는 보조 이 지 되고 평균노동일수를 더해

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간의 평균 임 을 일수로 나 어 14일간의

임 을 가산해 다.

그러나 휴가제도 역시 실제로는 사회주의 노력경쟁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1990년 들어서는 공장 가동율이 30% 이하로 떨어지

면서 강제휴가를 권장하고 있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

정이라고 한다. 휴가 이외의 여가생활 수단으로는 화, 연극, 집체 술 등이 있는

데, 개인 차원의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나. 북한의 집단주의 생활양식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38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면 으로 확립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한 규정을 보면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모든 사

람이 집단주의에 기 한 우리사회의 본성에 맞게 살며 행동하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철 히 확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결국 주체사상의

확립으로 귀결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정립을 하여 ‘사상교양사업’ ‘공산주의교양’

‘계 교양’ ‘ 은 세 에 한 명 통 교양’ 등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 역을

조직화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사상교양학습을 통해 김일성의 교시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역에 걸쳐 고루 향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

지 까지 사회주의 체제의 생활양식을 검토하는데는 주로 ‘통제 ’ 모델을 사용해왔

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자발 인 참여나 동의보다는 일방 추종이나 충성심 아니면

억압 요소가 더욱 강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제 이고 일방 인 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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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체제 역시

일방 인 강요와 통제만으로는 공동체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경

제 기에 직면해서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통제의 원리만으로는 체제

의 안정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보다는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조직원리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조직원리는 물론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인민지도

원리는 인민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최 한 발 하도록 사회체제를 구성하고

인민을 사회변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는 체를 하여, 체는

하나를 하여”로 변되는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단 북한의 집단주의는 체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이라 주장되고 있다. 체주의는 집

단의 이익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집단주의는

개인의 의사와 집단의 이익을 조화시켜 나갈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집

단생활은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통일시켜나가는 정치생활에 한정하고, 개인생활에

서는 개인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최 한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이해와 집단의 이익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집단주의 생활양식은 사상교양교육 학습을 토 로 조직화되어

있는데, 이의 구체 모습이 바로 ‘5호 담당제’ ‘인민반 분조담당제’ 그리고 ‘토요학습’

등이다.

5호담당제란 1958년 7월 김일성 주석이 평북 창성군 약수리 민주 선실을 방문한 자

리에서 “유 간부 한 사람이 5호씩 책임지고 교양사업과 경제과업 등 일체를 지도하

도록 리사업을 추어주고 리당 원회에서 그들을 상 로 과업을 주고, 그 집행을 통

화하면 일이 잘될 것”이라 지시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5호담당제를 실

시하는 명분은 거주지 하부단 를 상으로 사상교양학습을 실시하고, 지실정을

악하며, 주민의 의사를 타진하여 정책에 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74년 부터는 5호담당제를 확 강화하여 ‘인민반 분조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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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주민 15-20세 를 하나의 단 로 묶어 각 인민반에는 반장, 세 주반장, 생반

장, 선동원 등을 두고서 당의 사업을 시달하고 주민의 생활을 조정하는 단 조직으

로 활용하고 있다. 인민반은 월 2회 ‘생활총화집회’를 갖고 어린이 양육문제에서부터,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원질서유지, 사회안 사고 목욕․이발문제에 이르기까지

범 한 주제를 놓고 토론 자아비 을 한다고 한다.

토요학습은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북한의 근로자들이 하루 작업을 지하고 학습

과 사업총화를 행하는 정례 인 학습을 의미한다. 토요학습시간의 사상교양과 토론

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상․하부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자생 조직의 생성이 개인주의․지방주의․종

주의 등으로 규정되어 실제로 자생 조직이 존재할 수 없음은 아이러니이다.

신 당의 외곽단체들을 인 으로 육성하고 이의 활동을 권장한다. 표 인 조직으

로는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그리고 민주여

성동맹 등이 있다. 7-13세 어린이들은 소년단에, 14-30세는 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

입해야하고,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는 직업총동맹에, 동 농장원은 농업근로자동

맹에, 31세 이상의 여성은 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일반주민을 주거단 별․직종별․연령계층별로 조직한 것은 각 조직으로 하

여 당과 주민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 하고, 이들 하부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상하조직을 유기 으로 결속시키는 동시에 집단주의 생활양식을 실 하기 한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을 직 통

제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상명하달(上命下達)의 행을 일반화시키고 있

는 것 한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집단주의 생활양식의 폐해가 더욱 두드

러지고 있다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겉으로는 집단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

는 “내 것만 있으면 산다. 내가 버덜 거려 살아야한다”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

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표방하는 집단주의는 “병 사회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인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왜곡시키고, 사회단체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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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주민의 소비생활

사회주의 계획경제 집단소유제 하의 북한에서는 개개인의 일상 욕구에서부터

문화 ․사회 ․종교 욕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욕구 충족이 당과 국가가 정해놓

은 원칙과 조건에 의해 규제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정치 생

명체론”이다. 곧 당과 국가 수령을 하나의 유기 생명체로 보고, 인민정권을 가계의

호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생활 욕구는 수령과 인민정권의 도 하에

놓이게 되고, 인민정권과 수령은 주민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원리로 이어

진다.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은 그들이 사회 노동조직에서 차지하는 치와 그에 따른 분

배의 몫에 의해 규정되는 한편, 사회 총생산의 크기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북한의

경우 공업 부문에서 생산수단 생산(1부문)과 소비재 생산(2부문) 사이에 심한 불균

형 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불균형은 1954-56년 후복구기간 1부문 2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59.4%, 28%로 정 에 올랐다가, 1957-60년간은 각각 37.7%,

34.9%, 1961-70년간은 각각 14.0%, 10.9%의 비율을 보이다가 1971-80년간에는 각각

16.4%, 15.6%로 차츰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다. 이는 1970년 까지 ‘경제 국방의

병진 건설 방침’에 따른 공업 우선 정책의 결과이다. 1980년 6차 당 회에서 특

히 경공업 부문의 발 과 소비재 생산이 강조된 이후, 1984년 이후에는 8․3인민소

비품 운동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상품공 체계는 주문제를 기반으로 한다. 주문제는 첫째, 생산과 소비를 계

획 으로 연결시키고 근로자의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시킨다. 둘째, 상품공 체계에

서 상품구입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 활동에 념할 수

있다. 셋째, 상품공 사업에 요구되는 노동력과 자 을 약할 수 있다. 넷째 상부가

하부를 도와주는 원칙과 상품유통계획의 일원화․세부화가 실 되어 상업 리에서

도 민주주의 앙집권 규율이 강화된다는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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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사회와 같은 “부족의 경제”(economy of shortage)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소비 수 은 개인소득 혹은 임 과는 무 하다. 북한에서는 각종 식량을 포함한 필

수품에 해 배 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단 의 자립 경공업 필수품 공

생산체제를 통해 주민의 소비재 수요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필품 배 제는

도시와 농 간의 본질 차이를 일소하기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

출 의 주요 메카니즘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 식생활

북한은 1957년 11월 1일 내각 결정 96호 102호 [양곡 수매 매사업을 국가통

일체제에 의하여 진행할 데 하여]에 의거하여 지 까지 동 농장원을 제외한

주민을 상으로 식량배 제를 실시해 왔다. 북한당국은 “국가는 인민의 생활에

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 의 격

차를 없애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의 성분, 직 , 직

종, 연령 등에 따라 배 주기와 구매가격까지 차별 으로 용, 생필품 보 을 실시

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매일공 상자, 1주 공 상자, 2주 공 상자, 월 공 상자, 인

민반 공 상자로 나뉘어 식료품을 포함 기타 생필품 배 이 이루어진다. 일반 주

민의 경우 1980년 반 이후 700g 가운데 월 4일분의 애국미와 쟁비축미 등을

공제하고 배 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배 량은 547g 정도라고 한다. 유치원 이하의

아동 무직자는 각 300g, 인민학생․고등 학생․ 학생은 각각 400g 500g 600g

씩 배 을 받는다. 특수군인은 800g을 지 받는다고 한다.

부식도 배 제이다. 가구별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배 량을 할당받아 국정 가격

으로 구입한다. 공 품목은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장류와 식용유 계란 육류 당과류

등이고 나머지 부식은 자유 매품이다.

배 차는 소속 직장 경리부에서 지 하는 식량배 표(양권)를 가지고 리․동 배

소에서 국정소매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은 kg당 8 , 잡곡은 kg당 6 에 구

입한다. 배 소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1,000-1,200세 당 1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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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오늘의 북한 상황에서 배 이 사실상 단되어 있다는

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주민들 다수가 생필품의 80%, 옥수수 등 식량의

60%를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하여 ‘ 은 공산주의’라는 구호 아래 농업제일주의 정

책이 하는 한편 감자를 비롯한 각종 구황식품을 보 하며 민물고기 기르기 운동을

개하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지극히 희박하다.

나. 의생활

의류 역시 배 제인데 앙공 상자인 당정간부에게는 기성복과 양복지가 공 되

고 상 직 간부에게는 고 모직물이, 하 직 간부에게는 반모직이나 마직이 공

된다. 이들은 지정된 상 에서 양복 모피까지도 살 수 있다. 반면 일반공 상자인

노동자에게는 로동용 물자로서 주체직물(포 린, 목 스 등)과 작업복이 무상 내

지 염가로 공 된다. 사무원 농민과 그들의 부양가족에게는 인민반을 통해 공 카드

를 발 하여 각자 돈을 주고 구매하도록 하는데, 차례가 돌아오지 않으면 암시장에

서 구입한다.

1980년 이 에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강조하여 단순하고 획일화된 의복이 주

를 이루었으나 1980년 들어서면서 북한당국은 당기 지와 「천리마」․「조선녀

성」등 잡지를 통하여 의복의 멋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

이 계기로 머리손질과 화장에 한 기사를 많이 게재했고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김일성 민족다운 옷차림”을 권유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1997년 7월 로동신문에는 “옷차림에는 민족성 애국심 그리고 인민들의 강인한

성품이 잘 나타난다. 모든 인민들은 김일성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우아하면서도 소박한 옷, 조용하고 잖으면서도 쾌활하고 활동 인 옷을 입어야한

다”는 요지의 기사가 실렸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외부와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서 부르주아 사상의 침투를 우려하는 분 기를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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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생활

북한의 주택은 사회주의 헌법 제22조에 따라 국가 산으로 건립되는 “집단 소유

물”이다. 따라서 개인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지 않고 개인의 주택 소유도 원칙 으로

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주택을 공 받아 분기별로 주택사용료를

내면서 임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지역은 직 와 직장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주택형태는 “민족 양식에 사회주의

내용을 담으라”는 당시책에 따라 주민동원의 용이성과 노동력의 조직화 통제

를 고려한 집단거주형이 주를 이룬다.

주택사용료는 고 주택의 경우 분기별 20-30원 정도 되고, 농 주택의 경우 방 1칸

당 1원 50 정도 된다고 한다. 사용료는 거주지 시․군 행정 원회 도시경 과 주

택 리 원이 각 세 를 방문해서 수 해간다.

북한당국은 노동자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주택 사용료가 생활비의 약 0.3% 수

에 불과하며, 연료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도 세 당 생계비의 3% 내외라고 선 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물가가 비교 안정 이던 1970년 부터 1980년 반의 상

황이며 최근의 경제 기 상황에서는 별 설득력이 없다.

주택 부족은 심각한 수 이며 일반주민들이 행정경제 원회 도시경 과에 주택을

신청해서 입주증을 받기까지는 약 1-3년이 걸린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4-5년이 걸려

결혼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거나 1세 용 아 트에 2세 가 “동거살이”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주택난 해소를 해 ‘과제주택’ 정책을 시행, 제3차 7개년 계획기간

(87년-93년) 동안 23만 내지 30만 호 주택건설방침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5만 호 건

설에 그쳤다.

7) 북한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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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의무교육

북한이 재 실시하고 있는 11년제 의무교육의 원래 명칭은 ‘ 반 10년제 고 의

무교육’과 ‘1년제 학교 의무교육’이다. 10년의 의무교육 기간 동안 교육단계별로

교육내용이 순조롭게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 기간에 포

함시킨 이유는 “사상의식발 은 어려서부터 시작”되기에 어린 시 부터 사상교양을

시작하여 교육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 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교과목은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남 명의식을 고취하기 한 정치사상교양과 사

회주의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한 기능 내용으로 되어 있

다. 인민학교 4년 동안 9개 과목 총 3,451시간 교육을 하는데 국어와 수학이 각각

1,142시간, 834시간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다. 다음이 김일성 어린 시 김정

일 어린 시 과목으로 각 152시간씩 총 304시간, 체육 음악 도화공작, 자연 그리고

외국어의 순이다.

고등 학교 6년 동안 21개 과목 총 6,742시간 교육을 하는데 단일과목으로는 수학의

비 이 가장 높아서 1,283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수학 이외에 물리 화학 생물과목에

도 많은 비 을 두고 있다. 어문과목으로는 국어문학과 외국어 그리고 한문을 가르

친다. 그리고 정치사상교양을 한 과목으로는 김일성 명활동, 김일성 명력사,

김정일 명활동, 김정일 명력사 그리고 행 당정책이 있고, 이 이외에 여학생을

한 실습시간과 남학생을 한 기계조작실습 시간이 있다.

학교교육 내용은 “모든 교육조건과 수단은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하여야

한다”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김일성 부자 우상화를 한 교육이 높은 비 을 차지한다. “정치사상교양을 잘

하는 기 우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 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

아 교과서의 내용에 정치사상성이 직 으로 반 된다. 를 들면 국어교과서의 내

용 에도 김일성 부자 그들의 가계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빨이 튼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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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잘 닦아야 합니다”와 같이 단순한 도덕교육도 김일성 부자의 교시를 통해 이루

어진다. 최근 민족의 통 도덕규범인 충효교육과 충실성 교양을 강조하는 것도

궁극 으로는 김일성 부자에 한 충실성 교양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겠다.

둘째, 집단생활을 통한 정치사상활동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든 청소년들이 소

년단, 청년동맹 조직에 입단하여 집단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공산주의 건설을

한 명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사회 체가 철 히 조직생활을 통하여 집단의

명령에 복종하는 인간, 실제로는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인간을 기르는데 주력하고 있

다. 학생들은 학교 내 정치조직을 통해 상호비 과 자아비 시간을 가지며,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을 학습하고, 조직규범에 한 정치사회화를 진행한다.

셋째, 생산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을 결합할 것을 강조한다. 사회주의 교

육테제에는 “생산노동은 사회 실천의 가장 요한 형태”이며 “자연을 변 하고 사

회를 발 시키며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

에서는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교육과 생산노동과의

연계를 매우 요시 여긴다. 학생들에게 생산노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모든

교육과정을 생산 장과 연계하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책공과 학의 경우 이론 강의는 50%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실습을 주로

공장에 나가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장경험을 축 하도록 한다. 이런 생산활동

을 통해 사상을 단련하고 노동계 의 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

식을 공고히 하여 응용력을 기르는 동시에 노동에 한 숙련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북한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출신성분을 최우선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내용 속에서도 계 투쟁의 을 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일례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 나선 것은 나라를 지키기 한 것이라기 보다

는 양반의 자리를 지키기 한 것이었기에, 정작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인민 이 궐기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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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도 명투쟁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많아 남 비방과 모략, 지주․자본가

의 탐욕과 무자비함, 미․일의 만행 등을 다루는 내용이 많고, 교과서의 문장은 미사

여구와 호 용어가 혼재하고 있다. 특히 군사언어가 교육언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극단 으로 자극 이며 비속한 표 ( ; 배때기를 르다, 까부시다, 원쑤 등)

도 종종 에 뜨인다.

(2) 고등교육 사회교육

가. 고등교육

북한에서는 고등 학교 졸업 후 3가지 진로가 있다. 하나는 ‘직통생’으로 고등 학교

졸업과 동시에 정규 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다. 학에 진학하려면 도․시․군

‘ 학추천 원회’의 추천을 받아야하고 학입학 자격시험을 보아야한다. 이들은 학

업성 과 출신성분이 우수한 학생들로 체학생의 약 5%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군

복무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군인 제 군인이 사회 우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에도 학진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선호의 상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직장에 배치받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노동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노동당이 국가의 인력 수 계획에 근거하여 모

든 졸업생을 상으로 직장배치를 결정한다. 직장배치의 기 은 출신성분, 당성(충

성도), 직무수행능력인데 이 출신성분과 당성이 직장배치의 가장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직업교육 체계는 등교육 단계의 기 기술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의 문기

술교육으로 구분된다. 등 단계에서는 일반기 지식과 기 기술교육을 배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은 일반기 지식에 기 하여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기 기술교육에 바탕을 둔

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목표는 등일반지식과 기 기술교육을 결합시켜 모든 학생들에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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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산주의 공업국가건

설과 공업 우선, 기술 신 등을 표방하고 있어 직업교육의 내용은 주로 공업기술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2-3년 연한의 고등 문학교는 산업 기술분야에 필요한 숙련공 기능공을 양성하

는 직업학교이다. 부분의 학생들은 학에 직 진학하기보다는 고등 문학교에

진학을 희망한다고 한다. 이유는 당원이나 행정 간부보다 시간 으로 여유가 많고

‘먹을 알’이 많은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과정으로는 학 4-6년, 연구원 3-4년, 박사 2년 과정이 있고, 종합 학과

단과 학, 그리고 인민학교 교원이나 탁아소 유치원 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 교원

학이 있다. 제1사범 학에서는 고등 학교 고등반 교원을 양성하며 제2사범 학

에서는 등반 교원을 양성한다.

나. 성인교육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의 요한 특성으로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공부하는 성인교육체계이

다. 북한의 성인교육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체계’로서 1980년 에 본격 인

제도로 발 하 다.

성인교육 기 으로는 공장 학, 농장 학, 어장 학처럼 산업 장에서 노동자를

상으로 운 하는 산업체 부설형과 일반 학에서 운 하는 방송통신형 두 가지로 크

게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당간부 일반당원 주요기 단체의 간부요원을 재교

육하는 정치교육기 이 있다. 김일성 고 당학교, 도 공산 학, 군 당학교, 인민경제

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의 성인교육은 북한 교육의 이념 특성과 실을 반 하고 있는 바 교육과 생

산의 결합, 장학습 강조, 정치사상 교양의 원리를 성인교육을 통해 실 하려는 것

이 그것이다. 한 성인교육은 산업 장의 인력양성, 주민의 교육욕구 충족이라는

실 필요성을 반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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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교육의 목 은 명확하다. 교육과 노동을 결합하여 생산 장에서 실제 으로 유

용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교육수 을 향상

시켜 노동자 계층과 인텔리 계층간의 차별을 이고자 한다. 성인을 상으로 고등

교육 기회를 확 함으로써 “ 인민의 인텔리화”를 실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성인교육 기 을 활용하여 북한은 주민들에게 김일성 부자를 향한 충성심을 고취하

고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 특수교육

북한은 특권층 자녀를 한 교육과 음악 무용 조형 외국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어린이들을 상으로 조기특수교육을 하는 별도의 학교를 설립 운 하고 있다. 김일

성은 원래 특수교육에 해서는 부정 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교육

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지를 지닌 천재란 인민의 지도자뿐이라

는 이유에서 다. 그리하여 1950년 까지는 평등사회 이념을 실 하기 한 보편

교육기회의 확 에 더욱 치 하 다.

그러다 1960년 에 이르러 음악, 무용, 미술, 공 등의 분야에서 조기특수교육의 필

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재능 있는 아동을 발굴하게 되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집 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연계성을 시하여 체능분야의 교

육기 이 인민학교부터 고등 학교까지 연결되어 있어 음악, 무용, 조형 술학교는

인민학교에서 고등 학교 과정의 11년제이고, 외국어 학교는 인민학교 졸업 후의 7

년제 과정이다. 이후 문학교와 정규 학까지 연장되어 고등 학교 졸업자 가운데

체육 특기자는 체육학교에, 공 특기자는 공 학교에 들어간다. 북한의 조기특수교

육은 집 이고도 지속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해방 후 항일투쟁 한국 쟁에 참 했던 유공자들의 자녀에 한

특별우 교육을 실시하기 명 유자녀 학원을 설치하 다.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재학 기간 에도 군 식 규율에 따라 엄격한 집단생활을 하면서 철 한

당의 후비 로 육성된다. 명 유자녀를 한 특수 학교로는 평양 만경 유자녀학

원, 강반석 유자녀 학원, 해주 명 유자녀학원 등이 있다.



- 68 -

최근 들어서는 문과학기술자의 조기 양성을 해 과학교육을 담하는 고등교육

기 을 증설하는 추세에 있다. 1983년에는 제1고등 학교를 신설하 으며, 평양과

각 도에 1개교씩 과학 재학교를 설치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1고등 학교를 각

군 단 까지 확 하여 북한 역에 200여 개를 설치함으로써 교육의 질보다 양 확

산에 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 북한의 경제 기와 교육 실

1980년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실질 권한을 가지고 교육정책 결정

에 핵심 역할을 발휘해 왔다. 1983년 제1고등 학교 설립, 1986년 교육과정 개정

시 김정일 과목 채택 등의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는 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상 교양의 내용은 1960년부터 재까지 기본 논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 의 청소년들에게도 사상 교양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 교육은

해방 후 재까지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의 심화 상승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68

년 김일성 과목이 정규과목으로 채택된 이래 1983년에는 김일성 과목이 교육과정에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한 1986년에는 김정일 과목도 등장하 으며 1996년 개정

된 북한 교육과정에는 김정일 우상화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의 교육은 경제 기 속에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식량배 이 단된 상태에서 아무런 생산기반을 갖지 않은 교원들은 식량을 자체

으로 조달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는다. “후 들을 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직업 인

명가”로 칭송하면서 사회교화의 무거운 임무를 부여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경

제 보상은 해주지 않기에, 오늘날 교원은 북한에서 은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

업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한 식량난으로 인해 학생들도 식량을 구하러 다니느라 결석률이 높은데다 차라리

장사를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학교교육 자체에 한 기피 상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일성 부자 우상화교육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김일

성 사망 후에는 김정일의 함을 부각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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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김일성과 김정일에 한 충성심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북한의 경제 기와 식량난은 교육여건에 그 로 향을 미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물

자의 부족 상이 심각한 수 에 이르고 있고, 거의 부분의 학교가 필요한 물자를

자체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부족한 교육물자를 충당하기 해

학교 장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탈북자 가운데는 냉장고, TV, 비디오카

메라 등 고액 기자재를 헌납하고 학에 입학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 다.

최근 북한 교과서를 보면 종이질이 우리나라에서 60년 에 벽지의 벌지로 사용하

던 마분지와 비슷하다. 과거 70, 80년 교과서와 비교해서도 최근 교과서의 질이 훨

씬 떨어졌음을 통해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얼마나 열악해졌는가를

알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나은 편임에도 사진 삽화

의 칼라가 흐린 것으로 미루어 물감 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북한 교과서의 내용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심으로 개편작업을 추진하 는데

개편의 핵심은 김정일 우상화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김일성에 한

호칭은 종래의 ‘원수님’에서 ‘ 원수님’으로, 김정일은 ‘선생님’에서 ‘원수님’으로 칭호

를 한 단계씩 승격시켰다. 교과서 내용에서도 김일성의 “교시”나 화를 다소 이

는 신 김정일의 “말 ”과 화를 폭 증가시켰다.

재 북한교육은 자체 모순의 한계에 착하고 있는 듯 하다. 그 동안 교육이 체제유

지를 한 수단으로 기여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교육의 획

일성 집단성으로 인해 개인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축시킴으로써 결과 으로 장기

인 경제 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회 동력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하고 있다.

정치사상성을 근간으로 하는 북한교육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다

만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경제 기 극복의 차원에서 기술과 기능(특히 외국어 과

학기술) 교육이 과거에 비해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엘리트 교육 형식으로

제한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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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제 기 극복을 해 학생과 주민의 노력동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이

러한 노력동원은 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 으로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박탈하고 학습능력을 하시키는 요인이 됨으로써 교육의 질 수 하 교육환

경의 빈곤화 상이 가속화되리라 상된다.

8) 북한의 언론

(1) 북한언론의 상

북한은 여러 매체 가운데 특히 신문을 비롯한 출 물에 을 두고 있다. 즉 “출

물은 당과 을 연결시키는 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건설

의 과업실천에로 근로 을 조직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 물을 시하는 이유는 “구두선 과 연 공연 등도 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

는 힘있는 수단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두선 을 들을 수 없고 연 공연을 볼 수 없는

조건에서 명조직은 명 출 물과 같은 사상 무기를 가져야만 범한 을

김일성의 명사상으로 교양하고 김일성의 주 에 묶어 세우고 김일성이 제시한

명로선과 방침실 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명 출 물을 가져야만

조성된 명정세와 명임무에 따르는 투쟁구호를 범한 속에 기동성 있게 해

설선 하고 그 철에로 그들을 조직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북한의 출 물들은 인민 에 한 집단 교양자, 조직 동원자로서 명투

쟁에서 떼어낼 수 없는 힘있는 사상 무기가 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 명군 가 무기를 가져야만 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명조직은

출 물과 같은 그러한 리하고도 투 인 사상 무기를 가져야만 을 승리에

로 이끌 수 있다”고 피력하 다. 한 신문의 목표가 부르주아 신문과는 근본 으로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부르주아 신문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하여 거짓말을 만

들어내고 조그만한 것도 크게 늘구어 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문은 돈벌이를 해

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 그 목 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문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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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사상의식 수 을 높이는 데서 매우 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라 하여

북한에서는 문화․사상교양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북한의 정치용어사 에 의하면, “언론․출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당의 노선

과 정책을 철 히 철하고 롤 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며 인민들의 정치 사

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의 주 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 데 철

히 복무한다. …조국과 인민의 원쑤에 해서는 이러한 권 와 자유를 로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2) 북한언론의 기능

북한의 최신 역사서인 조선 사는 언론의 기능을 사상교양자 기능, 경제조직자

기능, 문화교양자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일성은 “출 물을 비롯한 라디오, 문 작품 등 모든 교양수단을 통해 당의 사상으

로 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 더 극 으로 발동되어야 하며 모든 사업단 들에

서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것을 제1차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겠다”고 주장, 선

선동 사업이 언론의 제일차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주의 국가는 선 과 선동 개념을 동일개념으로 보지 않고 구별하여 사용하는데,

『신문리론』에 의하면 “선 일반을 놓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과

학설, 정치 견해 등을 구두 는 출 물, 라디오 등 각종 수단을 통하여 알려주며

해설하고 교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우리의 선 은 사람들을 마르크스․

닌주의 원리와 우리 당의 정책으로 교양하는 것을 말한다. 선동이라고 할 때 이것

은 담화나 보고 는 연설 같은 것을 통하여 그리고 신문, 소책자, 삐라와 격문, 라디

오, 화 같은 것으로 군 에게 사상 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상

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군 의 기세를 돋구고 그들을 명과업수행에로 직

발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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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언론의 선 선동기능은 자본주의 언론의 고기능처럼 일상 이다. 자본

주의국가에서는 ‘선 선동’이라는 용어를 싫어하는데 비해 공산주의국가에서는 ‘

고’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 고는 소비자를 속이기 한 수단으로 자본가

들이 보다 많은 이윤을 짜내기 한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고활동을 해서

는 신문․잡지․방송․조명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이용되며 해당한 물자와산

로동의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신문의 두 번째 기능은 집단 조직자의 기능이다. 이와 같은 신문의 조직자

기능은 선 선동자 기능이 태도형성 태도변화 차원에 머문다고 한다면 행 유

발 행 변천차원이라 할 수 있다. 선 선동자 기능이 머리와 가슴의 차원에서

이론 으로 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직자 기능은 몸과 수족의 차원에서 실천

으로 나 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62년 5월 3일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주창된 북한신문의 기능은 문화교

양자 기능이다. 『신문리론』에 의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

건하에 있는 신문은 그의 문화교양자 기능이 근로자들에 한 마르크스․ 닌주

의사상의 보 이나 그들의 정치의식 수 제고, 그리고 정치 동맹자의 흡수에 그치

지 않고 근로자들에 한 공산주의 사상교양 그리고 풍부한 문화 소양과 높은 기

술을 소유한 면 으로 발 된 근로자들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해

문화교양자 기능의 요성을 강조하 다. 나아가 “문화교양자 기능의 기본내용

은 공산주의교양과 명 통교양이며 정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이 되어야 한다”

고 피력했다.

이와 같이 당정책에로 인민 을 교양하고 당원과 을 명과업에로 조직 동원

하는 리한 투 ․사상 무기인 북한신문과 북한방송은 다같이 환경감시기능과

문화 달기능, 오락기능 고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 신문과는 달리 선 선동

자 기능과 조직자 기능, 문화교양자 기능을 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북한언론의 기본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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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문학 이론서인 『신문리론』에서는 북한신문의 선 선동자 기능과 조직

자 기능, 문화교양자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마르크스․ 닌주의

인 일반원칙으로 계 성과 당성, 인민성과 성, 진실성과 투성을 제시하고 있

다.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 사에는 명 출 물이 공산주의 당성, 노동계 성, 인민

성 원칙을 고수하기 한 근본방도가 나와있다. 근본방도는 “령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 인 명로선과 략 술 방침들을 해설선 하고 이와 배치되는 온갖

사상과의 비타 인 투쟁을 개하며 민족 계 원쑤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을 폭로하고 그와의 투쟁에로 을 고무하며 인민 의 리익과 지향을 옳게 반

하며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 하 다.

첫째, 맑스․ 닌주의 신문이론에 입각한 북한신문은 당연히 특정 계 의 이익을

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소산으로 특정한 당 성격을 띤다. 『신문리론』에는

“로동계 을 선두로 하는 조선인민들의 이익에 철 히 복무하며 국제로동운동의

업에 성실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 신문들의 계 성이 있다. 당은 계 의 이며

뇌수이다. 그러므로 신문이 계 성을 띤다는 것은 곧 당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여 ‘계 성’이란 롤 타리아계 에 사하는 것을 뜻하고 ‘당성’이란 당

의 노선과 정책을 선 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 다.

둘째, 인민성과 성을 고수한다. 『신문리론』에 의하면 “인민성의 원칙이란 우

리 신문이 철두철미 인민 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지향을 반 하고 있는 당

의 조직 의사인 당 정책을 인민 의 것으로 만들도록 이바지한다는 것을 의미하

고, 성의 원칙이란 신문사업에 범 한 을 인입하여 그들의 극 인 지지

와 정치 연단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 보다는 참여가 공산주의언론에 성격을 부여한다. 공산주

의언론은 독자의 편지, 노동자․농민통신원․非당간부를 이용한 정치작업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과 한 계를 가질 것이 기 되고 있다. 정치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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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당 로그램의 모든 국면과 연결된 정치 ․경제 쟁 에 한 범국

민 토론과 정기 인 지역단 의 생산집회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공산주

의신문의 성격이나 정치작업은 실제로 집단 조직화의 기능을 완수함

으로써 결정된다.

공산주의의 신문이론에서는 언론과 과의 계를 ‘ 속의 작업’과 ‘ 과의

작업’ 등 2가지로 설정한다. ‘ 속의 작업’이란 출 보도물의 형식과 내용을 인민

들의 수 과 기호와 요구에 맞게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여 인민

이 읽고 알 수 있는 통속 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 과의 작업’이란 근로자들과의 편지연계를 통해서나 열성독자와의 사업이

나 노동통신원을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신문편집국에선 근로자들의 편지로써

신문지면을 보충하고 이 편지를 통해 들의 동향을 통찰할 수 있게 되며 편지에

서 종합된 자료를 분석하여 당과 국가사업을 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진실성과 투성이다. 『신문리론』에 의하면 “진실성을 보장하는 기 은 객

실을 진실하고도 정확하게 반 하고 인식하는 세계 인 명 맑스- 닌주

의이다. 투성이란 계 원칙들과 타 하지 않고 그들을 리하게 폭로하여 당

정책을 가동 으로 그리고 끝까지 이악하게 철시키는 데서 오는 본성을 말한다”

고 하여 진실성과 투성은 당성 계 성과 표리 계에 있으며 언론의 폭로․비

기능을 통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언론의 진실성은 공산주의 객 성을

말하는데 공산주의 객 성이란 “객 실 가운데서 정의와 진실을 발견하여

그를 주 주의 으로가 아니라 맑스- 닌주의 입장에서 공명정 하게 보도하는

것이다.” 닌은 “당 인 맑스- 닌주의 철학의 이러한 객 성은 기만 인 비당

성의 사상에 기 한 부르주아 객 주의와는 비된다. 즉, 부르주아 객 주의는 사

회 ․계 평가 없이 사실이나 사건을 제시하는 것을 뜻하는데 사회 실이나

정치 요구와 련 없는 문제를 제시하는 도피주의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범죄

에 해당한다”고 하 다.

북한은 언론의 투쟁성이 상호비 과 자아비 을 통해 강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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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1960년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제 4차 회 앙 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 정 모범은 부정에 한 비 으로 되며 부정을 극복하기 한 투쟁에로 추동하

는 강력한 힘으로 된다”고 말한 이후 북한신문에서는 일체의 부정 ․비 기사

를 싣지 않게 되었다. 즉 펠 톤(러시아어로서 비 기사 는 문학 으로 가공된 비

)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범 인 사실, 감동 인 아름다운 이야기에 해 으로써

사람들을 교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 으로 북한언론은 기본성격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언론의 객 성, 사실성, 시사

성, 정확성, 근 성, 흥미성과 큰 차이가 있다.

(4) 북한의 언론구조

북한의 언론구조를 략 살펴보면, 신문은 선 선동부 신문과(課)의 감시․감독을

받는 동시에 내각의 출 총국 신문과의 행정지도를 받아 제작 발간된다. 북한의 주

요신문으로는 앙지로서 조선노동당 앙 원회 기 지인「로동신문」과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 내각 기 지인「민주조선」을 비롯

「로동청년」과「새날」「로동자신문」「농업근로자」「교통신문」「보 」「인

민군신문」「건설신문」「조국통일」「인민보건」「수산신문」「문학신문」「기

술경제신문」「상업신문」「체육신문」「근로여성」그리고 문으로 발간되는

Pyongyang Times가 있다.

지방지로는 각도당 선 부가 발행하는 「평북로동신문」「황해로동신문」「함남로

동신문」「함북로동신문」「강원로동신문」「자강로동신문」「평양신문」등이 있

고 각도인민 원회가 발행하는 인민보, 김일성종합 학 기 지인「 학신문」문학

학기 지인「문학 학신문」등이 있다.

신문과 마찬가지로 방송도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내․외에 선 보도하며 내각

직속 앙방송 원회의 지도 에 운 되고 있다. 북한의 방송사업체계는 앙당의

선 선동부나 연락부에서 방송업무자체를 지도 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

기재의 리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내각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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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방송 원회는 라디오와 텔 비 방송체계로 구분되는데, 라디오는 북한주민들

을 한 조선 앙 제1방송과 평양유선방송, 남 방송인 평양방송과 구국의 소리 방

송, 그리고 외방송으로 로어, 어, 랑스어, 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의 외국말

방송이 있다.

텔 비 은 내선 용으로서 천연색으로 송출하는 PAL 방식의 조선 앙 TV방송

과 남 선 용으로서 NTSC 방식으로 송출하는 개성 TV방송, 내선 용으로서

술단 공연 국내외 화 용상 용으로 PAL 방식의 만수 TV 방송이 있다.

출 의 경우는 내각 직속의 출 총국이 북한에서 발행되는 일체의 출 물을 총체

으로 장하며 검열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출 역시 당과 정무원의 이원

구조에 의해 통제를 받으나, 실질 으로는 노동당 앙 원회를 정 으로 한 당

선 선동부의 일원 기구에 의해 통제 받는다.

조선 앙통신사는 북한 내각 직속의 유일한 통신보도기 으로서 조선노동당과 북한

정부의 변기 이며 내․외 모든 뉴스에 한 통제기 이다. 조선 앙통신사는

일간으로「조선 앙통신」과「사진통신」을 편집 발행하여「로동신문」 「민주

조선」에 부분의 기사를 송고하는 한편, 북한에 들어오는 외국 뉴스를 히 통

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 지역을 상으로 문통신, 랑스문

통신, 에스빠냐문통신, 로문통신을 일간으로 편집 발행하는 동시에 조선 앙년감을

비롯 내외 선 사업에 필요한 출 물도 편집 발행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스스로 진정한 언론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국가에

서의 언론 자유는 정부 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공식, 비공식 인 검열․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지만, 진정한 언론자유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르주아 기

만성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다.

9) 북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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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주의와 문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국가가 모든 문 활동에 직 개입한다. 이는

문화와 술을 정치와 분리시키지 않는 “사회주의 술론”에 기인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 인 술론은 사회주의리얼리즘이다. 사회주의리얼리즘은 객

실에 한 충실한 묘사 이외에도 형 인 상황에서 형 인 성격을 충실히

재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특정한 경향성이 문학

술 작품 속에서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야함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문 활동에 개입하는 하나의 이유는 문화와 술에 담

긴 정치성을 강조하고, 문 작품을 명의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문

화에 개입하는 양식을 보면, 무엇보다 공산당이 모든 문 활동을 주재한다. 이에 따

라 당의 이념과 부합되지 않는 문 활동은 배척과 규제의 상이 된다. 무산계 의

문화라 할지라도 당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비 의 상이

된다.

한편 사회주의 이념을 구 할 수 있는 작가들을 당과 국가가 직 발굴하여 양성한

다. 발굴된 작가들은 작가조직의 일원으로 소속시키고 작품활동을 규제한다. 일반

들을 의식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육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 활용하며, 인민들

의 교육수 에 따라 차등 인 문 정책을 추진한다. 곧 당간부들에게는 높은 수 의

문화를 제공하고 일반 들에게는 낮은 수 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문 에 충실한 북한의 문 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문화 술활동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를 명화․로동계

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모든 문 활동은 공산주의 인간개조

노동의욕 제고 등 당정책의 구 을 목표로 한다. 둘째, 사상․기술․문화의 3 명

수행에 극 이바지한다. 셋째, 주체사상을 구 하고 공산주의 정치사회화를 실행

함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된다. 문화와 술에서 당성 계 성 인민성의 원칙을 구

하는데는 민족문화를 계승 발 시키고 술의 화를 도모한다. 넷째, 북한의 문



- 78 -

는 이념문화이자 목 문화요 우상화문화라는 특징을 갖는다. 문화가 정치와 분리

되지 않음으로써 문화는 학술, 술, 민속, 체육, 언론, 교육을 모두 포 하는 총체

개념으로 사용된다. 다섯째, 문화 명의 상은 곧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 을 고

양시키는 것으로, 생활문화․생산문화 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끝으로 서구식 개인주

의와는 구분되는 “군 문화사업”의 특징을 갖는다.

북한문 의 구조 특징으로는 정치 목 과 결부된 체주의 집단주의 성격

과 서구 문화의 유입을 쇄하는 폐쇄 성격이 두드러진다. 한 북한의 문 는 단

선 이고 획일 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에 의해 면 으로 조정된다는 에서

타율 이기도 하다.

북한의 문 는 사회주의 사상체계를 “ 실생활에 확립시켜주는 보장수단”이자

“개인 차원에서 집단 차원으로 이동시켜주는 환수단”이요, 생산수단에 응

시켜 생산능력을 고양시켜주는 매수단”이기도 하다. 나아가 사회주의 사상을 심

으로 주민들을 단결시켜주는 단결수단이자 지배세력의 속성을 보장해주는 지 보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념 지향이 그 다고 해서 실 으로 북한의 문 활

동이 주민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통일 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2) 북한의 문 정책

북한의 문 정책은 인민 이고 명 인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 그 목표

를 두고 있다. 곧 제국주의 사상 문화의 침투를 막고 수령의 주체사상에 입각하

여 명 업에 기여하는 명 문학 술을 발달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는 민족 형식에 사회주의 내용을 담은 주체 이고 명 인 문학 술을

발 시킨다.” 북한에서 문 활동의 자유는 착취계 과 착취제도를 반 하여 정의의

필 을 높이 들 수 있는 자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자유, 그리고

명 문학 술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주체사상은 단순한 문 이론의 기 에 그치지 않고 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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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치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근본입장을 토 로 북한의 문 정책을

정리해 보면 이른바 주체문학 술에 한 자화자찬, ‘김일성 동지’가 그들의 문

통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 문학 술의 역사 뿌리를 노동계 에 두고 있다는 것, 그

것은 한 ‘ 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을 구 하고 실천하기 해 투쟁하는 데

서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 1920년 기 롤 타리아 문학 술이나 카 문

학 술은 그들 문학 술의 통이 될 수 없다는 것, 명 문학 술을 개화․발 시

킨 존재는 어디까지나 ‘김일성 수령’이라는 것, 그리고 문학 술은 ‘수령’의 항일

명투쟁의 웅 실을 반 해야 한다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북한의 문 활동과 문 이론

작품의 형상화를 통해 근로 을 교양하고자 하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교시가 곧

창작의 기 가 되고 창작의 지침이 되며 창작총화의 기 이 된다. 북한의 문 이론

으로는 주체문 이론과 종자론이 있다.

주체문 이론은 사회주의 내용과 민족 형식을 결합하는 것으로 모든 문 작품

에는 김일성 부자가 등장하고 김일성 부자의 화 우상화가 이루어지며 가계도 신

성화한다. 나아가 김일성 부자에게 철 히 귀의하고 순응하며 복종하는 인간상을 구

한다.

종자론은 북한이 자랑하는 독창 인 문 이론으로서 술창작에 임하는 실천강령을

의미한다. 종자란 “작품의 사상 술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문제”이

다. 다시 말해서 북한사회가 공동의 이념과 가치로 규정하는 일체의 가치체계를 하

나의 아이디어로 집약한 것이다. 종자론의 경우 종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요

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 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을 찾는 일이다.

북한의 작가들이 쓸 수 있는 주제는 한정되어 있다. 과거 김일성 일 의 반일 투쟁업

을 날조․찬양함으로써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으로서 명 통을 다루는 작품

이 30%, 6.25 동란 시 인민군의 웅성을 날조․찬양함으로써 배타 인 정신을 주입

하고 쟁을 고취하는 작품이 30%, 사회주의건설을 주제로 북한의 발 상을 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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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작품이 20% 조국통일을 주제로 남한 실을 왜곡 선 함으로써 화통일

목 에 기여하는 내용의 작품이 20%이다.

북한은 작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 고 있는데, 하나는 문 총(文藝總)이나 출 기

, 당, 행정기 에 근무하는 작가들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지구, 공장, 기업소, 농

에 견되어 있는 해방작가들이다. 직장을 가진 작가, 술인들은 창작과제를 지

견 작가들보다 게 받는다. 이들은 행정업무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창작할 시

간 여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당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활동의 많은 수단 가운데, 나는 사람들의 감정과 의식

에 호소하는데 가장 큰 힘을 갖는 문학과 술의 의의를 강조하고 싶다. ... 술의 당

면임무는 공산주의 건설자인 인민의 웅 공 을 그려내는 숭고한 것이다. ...문학

가, 연극인, 음악가, 조각가, 화가의 임무는 그의 창조물의 사상 , 술 수 을 높

이며, 근로자를 공산주의 으로 고양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김일성의 연설 속에서

‘선 말의 싸움’과 ‘ 의 싸움’을 강조하고 문 활동을 공산주의 교양활동으로

간주함을 볼 수 있다.

3. 여성과 통일의 친화성에 한 이해

여성 통일교육을 통해 궁극 으로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반을 구성하는 시민으로

서, 더불어 자녀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어머니로서 여성들이 이 땅에 평화를 정착

시키는 일에 극 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해 첫째, 일차 으로 분단과 통일문제에 한 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 둘째,

분단으로 인한 사회 폐해를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 셋째,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

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국가의 미래를 조망하는 내용, 넷째, 지 까지

인 분단체제에서 살았던 두 사회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기 해서

필요한 태도를 기르는 내용 등을 여성 통일교육에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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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단상황 통일과정에 극 인 심 유도

여성들로 하여 분단상황과 통일과정에 극 인 심을 갖도록 한다.

통일에 한 심은 일반 으로 나 자신에게 소 한 집단의 이익과

히 련되어 있을수록 높아지고, 재의 일상 인 삶과 긴 히 연결

되어 있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여성 통일교육은 여성 자신의 일상 인 삶과

통일 사이에 어떠한 연 성이 있는지에 을 맞추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바 여성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을 원하는 이유로서는 “민

족의 지상과제”가 가장 높았고(35%).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 불안정”

이 가장 높았다(44%).

여기서 “민족의 지상과제”이므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 여성들의 생각은 다소

추상 이고 당 인 수 에 머무르고 있다. 분단상황이 재 구체 으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삶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고, 통일이 향후 나와 이웃의 삶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 극 고민한 자취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여성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 “사회 불안

정”이 주목할 만하다. “사회 불안정”은 직 으로 나의 삶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그러하다. 통일이 사회 불안정을 야기한다면, 그 향은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소수

이지만, 그들의 이유는 보다 실 인 고민을 반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성 통일교육은 분단극복과 통일이 단지 추상 인 당 목

표로서가 아니라 구체 인 실 문제로서 여성의 삶에 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을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발 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여성 각자가 분단과 통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개인 삶과는 련성이 없다

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 인식을 결여한 때문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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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나”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분단과 통일이 그다지 요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 어느 날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시간의 개념을 재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와 미래로 연장해서 생각해 볼 때, 분단과 통일에 한 무 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분단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실 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제시함

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심을 기울여야할 인간 계의 폭을 확장하도록 한다. 통일

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분단과 통일이 갖는 역사 사회 의미를 성찰해보고, 더불

어 타인의 고통에 귀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강조 : 1) 분단과 통일에 한 교육 상자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도록 한다. 학

습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재 시 의 인식상황이 그 로 드러나도록 한다. 2) 분단

극복과 통일은 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비한다는 인식을 토 로 논의되어야 하며,

주변에 분단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리 존재한다는 을 강조하도

록 한다.

2) 분단체제로 인한 개인 , 사회 부담 폐해 인식

분단상황은 마치 불편함을 감수한 채 오래도록 신어온 신발과 같다.

우리는 모두 분단상황에 익숙해 있지만 실제로 분단은 우리의 삶에 유형

무형의 많은 부담과 폐해를 주고 있다. 이의 구체 인 로는 군사 긴장과

쟁의 , 다양한 형태의 분단 비용 지출,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 긴장,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에게 “분단”이라는 상황은 지난 50여 년 간 4천만 국민들에게 무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발에 안 맞는 신발과 같다. 실제로 발에 안 맞는 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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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면 처음에는 불편하다가도 차 불편함에 발을 맞춰가며 응해 나간다. 뒤꿈치

가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고, 발의 형태가 변해도 신발은 모두 그런 것이려니 생각하

면서 참아나간다.

그러다 나 에 발에 편한 좋은 신발을 신게 되면, 이 상황이 참으로 불편한 것이었

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의 분단 상황은 무 오랫동안 익숙해 있다 보니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분단상황 속에 살

면서 무 익숙해 있는 것들로서 개인 , 사회 폐해를 열거해보기로 한다.

◎ 군사 긴장과 상존하는 쟁의

재 한반도는 “휴 ”상태이다. 1953년에 체결된 것은 “평화 정”이 아니라 “휴

정”이었다. 휴 은 말 그 로 상호간에 발포를 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휴 선 155

마일에는 무장한 200만 가까운 군 가 치된 상태에서 남북한 은이들이 총부

리를 겨 고 있다. 한반도 체에는 재래식 무기에서부터 최첨단 무기가 총집합 되

어 항상 장 되어 있는 상황이다.

덕분에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도, 군가의 사소한 실수로 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

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쟁이나 그에 하는 폭력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

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고, 우리가 이룩한 삶의 터 이 물거품이 된다.

◎ 다양한 형태의 분단 비용 지출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우려하는 것은 막 한 “통일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특히 통일비용에 한 우려는 여성들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해 걱정하면서 정작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50여 년 간 지

속 으로 지출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되는 순간까지 지출해야 하는 이른바 “분단

비용”에 한 것이다.

분단비용이란 분단상태를 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분단비용은 남북한

군사비 지출, 체제경쟁 비용과 같이 수학 산출이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분단으

로 인한 국가역량의 낭비(외국투자 유치의 한계, 남북한 자원의 비효율 활용,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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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손상 등), 쟁의 공포 등 무형의 것들도 포함된다.

앞으로 남북한 분단체제가 해소되어, 군사비의 상당한 부분을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

복지, 교육부문에 사용한다면 남북한 지역의 경제와 복지 수 은 크게 향상될 것이

다.

◎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 긴장

갈등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세 갈등, 성(性) 갈등, 지역갈등, 조직갈등 등은 표

인 이다. 우리의 경우 여기에 이념갈등의 요소들이 덧붙여짐으로써, 분단 이후

최근까지도 사회발 이념 갈등으로 국가역량을 낭비하는 일들이 지 않게 발발하

고 있다.

자유의 억압이나 색깔논쟁, 남남갈등 등은 사회 차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다. 뿐만 아니라, 탈냉 시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서구 선진국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사회 신뢰를 구축해감으로써 사회 반 으

로 삶의 질을 제고해 가는 동안, 우리는 낭비 인 이념 갈등을 되풀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극히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의 사회갈등의 상당 부분이 분

단 상황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임을 간 함으로써 분단의 사회 폐해를 극복하지 않

으면 안됨을 주지하도록 한다.

◎ 분단의 장벽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한

이산가족은 “1945년 9월 이후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

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하며, 여기에는 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납북,

월북자 정 정 이후의 납북자, 월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다.

남북한 이산가족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악하기 어렵다. 남북한 이데올

로기 립이 첨 한 시기에 남한에서는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북한에서도 월남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분단상태가

5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산 1세 가 차 사라지고 있음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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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의 정확한 실태 악을 어렵게 한다.

통상 남북을 합쳐 실향민과 납북자 그리고 그 가족 친척들을 포함하면 이산가족

의 규모는 약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반도 체 인구를 7천만 명

으로 잡으면, 7명 1명은 이산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견고한 분단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한(恨)”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한다.

강조 : 1) 분단의 장기화가 오늘날 개인의 삶과 남북한 사회 발 에 미치고 있는

부정 인 향과 결과들이 무엇인지 구체 으로 일깨워 주도록 한다. 2) 분단상황에

서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희생을 우리의 일상 삶과 련해서 보다 구체 으로 생

각해보도록 한다.

3) 분단체제 극복 통일과정 인식과 통일국가의 미래 비

통일국가의 미래를 비하는 과정에서 법 제도 인 통일 이 에 “사실

상의 통일과정”의 의미를 인식하고, 소극 인 평화 지키기에서 극 인

평화 만들기를 지향하며, 한반도 체의 균형 있는 발 을 도모한다.

나아가 소모 인 분단비용에서 생산 인 통일비용으로의 환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섬으로부터 유라시아 륙 속의 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남북한의 소모 이고 인 립 계는 통일을 통해 청산될 수 있다. 통일은 여

러 단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쟁이나 한편의 붕괴를 제로 하지 않는 한 두

사회는 진 으로 불신 계를 해소하면서 궁극 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해

나가야 할 될 것이다. 즉 먼 화해와 신뢰회복을 구축하고, 차 분단체제를 평화체

제로 환시킨 후, 궁극 으로 제도 인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 재로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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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은 통일과정이다.

통일국가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비하느냐와

한 계가 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도 있고, 사회 혼란이 증폭될 수도 있다. 결국 통일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국민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통일은 분단이 만들어 놓은 객

인 여건을 해소함으로써, 극 인 미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들이 심을 기울여야하는 과제들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 “법․제도 통일” 이 에 “사실상의 통일” 이룩

“사실상의 통일”이란 실에서는 각기 다른 두 체제를 유지하지만 서로 교류하고

력하며 상호의존하면서 상 방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곧 법이나 제도 차원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생활 역

에서는 분단된 두 지역 주민에게 분단이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않은 채 생활공동체

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지역 경계선은 있지만 경제․사회․문화 등 생활

의 반 측면에서 교류․ 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평화공존이 제도화되어 있는 상

태를 말하는 것이다.

서독과 동독은 이런 상태의 통일을 20년 동안 비해 왔다. 이산가족의 만남이나 서

로의 지역을 여행하는 기회가 많았으며 서로의 방송도 자유롭게 해왔다. 통일 이

후 독일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그 후유증이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서로간의 충분한 교류․ 력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면에 남북한은 50년 넘도록 서로 와 불신 속에서 살아왔다. 아직까지도 서로

를 완 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법 , 제

도 통일이 주어지면 혼란의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실은 당장

의 통일보다는 그 이 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다지는 력 계의 구축과 평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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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상태, 즉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만들어가야 한다.

◎ 마음의 통일

독일 통일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동독과 서독 사람들 간에는 마음의 장벽이

남아있다고 한다. 서독사람들은 동독사람을 오씨(OSSIS, 동독 놈)라고 부르고, 동

독사람은 서독사람을 베씨(WESSIS, 서독졸부)라고 부르며, 통일 당시 “우리는 한민

족”이라고 외쳤던 마음 사이에 간극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통합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응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

들이 상이한 문화 때문에 응하기 힘들다고 고백한다. 덧붙여 남한사람들의 배타

인 시선 한 탈북자로서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간 마음의 통합을 이루기 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한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 소극 평화 지키기에서 극 평화 만들기로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기 한 제조건으로서 군사 결상태를 완 히 해소하

여 한반도를 평화지 로 만드는 것은 매우 요하고도 의미가 크다. 지 까지 우리

는 평화를 보다 소극 으로 정의하여 우리의 삶을 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즉 수세 입장에서 안보를 지키는 것만이 평화라고 생각했

으나, 이는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로서의 소극 안보개념이다.

그러나 평화는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강력한 평화의지를

가지고 호 인 상 방에게 평화의지를 갖도록 유도하고 결상태에 있는 서로의

계를 상호 력과 상호의존 계로 바꾸어감으로써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평화이다. 이 “평화 만들기 (peace making)”를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활발한 교류

력에 의해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생존 략 자체를 변경시키도록 유도

하는 것이므로 능동 차원의 안보개념이라 할 수 있다.

◎ 한반도 체의 균형 있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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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후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시해 왔다.

상이한 경제체제 하에서 북한은 1960년 까지 상 으로 높은 경제수 을 유지했

으나 1970년 말, 80년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 이후로는 9년

간 마이 스 경제성장을 기록해왔다. 이후 1993-1998년에는 집 호우에 의한 식량

난으로 기아문제를 경험했음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한민국은 1960년 이

후 지 까지 거의 연평균 8% 의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최근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확 되었다. 1999년을 기 으로 남북한간 격차가 총 국민소득 면에

서 26:1, 무역규모 면에서 178:1이 될 정도로 벌어져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천문학 인 통일비

용이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 이는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동서독 경제력 차이가 총

GNP면에서 4:1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통일비용이 연 평균 80조원(

??? 마르크)이상 들어간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나친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는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 통일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

니라, 남북한간 격차는 통일이후 사회통합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통일 비를 해 우리는 사 에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활발한

남북한 경제 력을 통해 남북한간 경제력의 차이를 임으로써 한반도 체가 균형

으로 발 해나갈 수 있는 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

는 작업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통일국가의 힘은 바로 한반도 체가균형 있는

발 속에서 부강해질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통일국가의 미래상: 소모 분단비용을 건설 통일비용으로

분단상태를 유지하기 해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 인 비용으로 환(칼을 녹여 보습

으로)할 수 있다면, 곧 남한과 북한이 출 으로 지출해 온 군사비를 교육과 사회복

지 비용 등으로 환할 수 있다면 국민 체의 삶의 수 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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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경우 얻어지는 이익을 고려해보면, 우선 으로 쟁

공포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총 인구 7000만을 토 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함으로써 실

제 인 이익을 릴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질 좋고 렴한 노동력

과 남한의 자본 기술이합쳐져 한반도 체의경제력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 남북한 산업이 상호보완 으로 결합됨에 따른 이익, 륙으로 연결됨에 따른

이익,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가의 상이 높아지게 됨에 따른 이익, 한반도 긴장에 따

른 외국투자의 제한 극복 등이 포함된다.

◎ 한반도의 섬을 넘어 유라시아 륙으로

남한은 륙에 인 해 있지만 사실상 섬과 같은 존재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북쪽은 비무장지 에 막 갈 수 없는 땅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분단은 우리의

활동 역을 좁혔을 뿐만 아니라, 인식과 안목까지 좁 놓고, 우리의 역사 무 를 한

반도 남쪽으로 한정시켰다.

앞으로 통일은 우리의 활동 역을 만주, 국 륙을 지나 활한 시베리아로 나아가

유럽 륙으로까지 연결시켜 개인의 삶의 역을 넓 뿐만 아니라, 세계인으로 살

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것이다.

유럽의 청소년들은 각 나라가 국경선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로 연결

된 이웃나라들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면서 성장한다.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인생의 무 를 자기 나라에 한정하지

않고 인 한 이웃나라도 포함시켜 생각한다. 자기 나라에 일자리가 없으면 이웃나라

에 가서 일자리를 얻기도 한다.

앞으로 통일한국에서 우리는 수학여행을 북쪽의 강산이나 백두산, 아니면 만주

륙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경의선 복구로 연결될 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

단철도(TSR)를 타고 유럽 륙으로 가는 등 생활무 가 넓어질 것이다. 통일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러한 륙으로의 네트워크를 복원하여 ‘나’를 세계인으로 발 시

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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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 1) 통일에 한 과도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사실상의 통일”이란 개념과 더불

어 통일이란 하나의 과정임을 주지시켜 다. 2) 통일한국에서 우리의 삶이 보다 구

체 으로 어떻게 개될 것인지에 한 다양한 그림을 그리도록 함으로써 통일에

한 정 망을 갖도록 한다.

4) 남․북한 주민들간 평화 교류 력과 공존을 한 능력 함양

통일은 남북한 사회 모두의 발 을 해 생산 이고 도 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비하는 과정에서 소수집단에 한 배려, 갈등을 평화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교육하도록 한다.

통일은 남북한 사회 모두의 발 을 해 생산 이고 도 인 계기가 될 것이다. 곧

통일을 통해 우리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될 것인 바, 이 과정에

서 다른 것과의 공존, 여러 갈등 상황의 평화 해결 모색 능력, 극 인 평화 만들

기, 타인에 한 이해와 배려 등을 통일교육을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은 분단을 극복하여 한 국가를 이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간과되거나

의도 으로 배제된 여러 능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통일이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와는 독립 으로 우리 사회 반의 민주주의의 증진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소수집단(minority)에 한 배려

남북한간에 경제 측면을 시하여 다양한 격차가 상존할 경우 북한사람들을 열등

한 지 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동서독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귀 한 교훈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안의 소수집단에 한 심을 높이는 훈련을 하

도록 한다. 여기에는 탈북자 응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노동자들의 처우문

제, 장애인의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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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을 평화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극 인 평화교육과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을 통해 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고 상을

통해 양편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능력

사회는 차 다 의 정체성 다문화 사회를 지향해가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체제를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고립되고 소외될 확률

이 높다. 남북한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 다름을 다양성의 공존으로 승화시키

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강조 : 1) 사회 약자에 한 배려는 그들에 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듦으로서, 궁극 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인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이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한다. 2) 서로의 다름을 획일 동질성으로 규격화하는 것보다 자

신이 어떤 미래상을 원하는지 생각한 뒤 그 기 에 맞추어 어떤 을 선택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의 요성을 강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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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성에게 어떻게 통일을 교육할 것인가?

1. 여성 통일교육 실무자들을 한 가이드

1) 여성 통일교육 로그램 개발 차

◉ 1단계: 여성 통일교육 로그램의 반 ․총체 목표를 설정한다. 여성 통일교

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여성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집단이 의도하는 바 교육의 목

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더불어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서]에 명시된 바 통일교육의 목

을 숙지한다.

◉ 2단계: 여성 통일교육 상이 구인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상자의 요구를

악한다.

◉ 3단계: 여성 통일교육 기 의 교육여건을 검한다. 곧 기 의 재정상태, 교육시

간 배정, 강의장소 련 시설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 본다.

◉ 4단계: 여성 통일교육을 한 구체 인 로그램을 기획한다. 로그램 이름, 교

육 목 목표 교육 내용을 설정하며 교육목 과 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입

체 인 교육 방법을 선정한다. 일례로 북한실상을 다룬 상 자료 인쇄자료를 효

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 기존 안보교육 시설을 통일교육 장소로 극 활용하는 방

안 등을 모색하도록 한다.

◉ 5단계: 여성 통일교육을 한 능력 있는 문가 강사를 확보한다.

◉ 6단계: 기타 여성 통일교육 시 유의사항 특기사항을 검한다. 교육 진행을

한 자원 사자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 7단계: 여성 통일교육 로그램 운 시 교육 수요자로부터 나오는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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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을 로그램에 반 하도록 한다.

2) 여성 통일교육 수업 원칙

◉ 첫째, 교육자의 일방 수업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극 으로 참여하여 수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여성 통일교육에서 학습자 주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1) 교육 상자들이

미성년이 아닌 성인 학습자라는 을 고려할 때, 학습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함으

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분단과 통일에 한 교육은 그 동안 국

가에 의해 주입식으로 이루어진 반공교육이 주류를 이루어왔기에 통일교육에 해

교육자가 일방 으로 교육을 주도할 경우, 학습자는 이에 해 반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 스스로가 분단과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기 해서는 과거의 일방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참

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앞으로 통일된 국가에서 사회를 운 해 나

갈 구체 인 행 자는 시민 개인들이다. 시민들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해 극 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둘째, 분단과 통일문제를 다룰 때 가능하다면 구체 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후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해서는, 열정 감정만으로

는 부족하다. 분단상황에 한 냉철한 성찰은 물론이고 분단극복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합리 선택이 필히 요구된다. 지 까지의 통일교육은 다소 감상 인 근에

치우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상 인 근은 학습자들로 하여 우리는 “단일민족”이기에 필히 통일을 이룩해

야한다고 강조한다. 신 통일이 구체 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구조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해서는 거의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분단 극복과 통일이 진정 우리

사회의 발 을 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해서는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해 수 있는 합리 논거와 생생한 자료들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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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여성 통일교육은 가능하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다양성을 조정하는 과

정을 연습하도록 한다. 교육은 가르치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고정된 지식을 정확히

달해 주는 것에 주안 을 둘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 해 생각해 보고 서로 의견

을 교환하여 잠정 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 을 둘 수도 있다.

앞으로 통일교육은 교사가 생각해 볼 자료를 제공해 주고,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

여 여러 의견이 개진되도록 유도하며,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 최선의 결론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합

의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 통일에 한 국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3) 여성 통일교육 로그램 시(여성단체용)

<표 Ⅳ-1> 교육 로그램명: 여성의 통일교육

교육활동 세부 내용

교육 목표

자유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건 한

안보 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 정착을 실 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 과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내용

방법

정부의 북 정책 기조에 한 이해(강의․질의/시청각 자료)

남북교류 증진의 효과 등

통일문제 이해(강의․집단토론)

북한 실태 북 인식(강의․시청각 자료․탈북자 특강)

통일 비를 한 여성단체 여성의 역할(강의/집단토론/역할극)

교육 시간 1주제 당 100분/ 4회 교육

주요 교육 상

통일교육을 원하는 모든 여성

여성단체 소속 회원/여성회 교육 수강자/ 여성사회교육기 수강자

지방자치단체 여성 상 교육 참가자 등

교육 시

유의 사항

- 강사 선정 지침 강사에 한 요구사항:

- 교육 비 사항:

- 교육 운용 사항:

하 로그램 시; 각 교과목별로 세부 교육내용을 설명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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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교과목명: 정부의 북 정책 기조에 한 이해

교육 활동 세부 내용

교육 목표 - 정부의 북정책을 이해함으로써 국민의 통합된 통일의지 고양

교육내용

방법

- 북정책이란? (강의, OHP 이용)

- 주요 북정책 내용 (강의, OHP 이용)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시청각 자료 이용)

- 남북 화해 력 방안 등 (강의)

교육 시간 - 100분 (50분 강의 후 휴식)

교육시 유의사항

- 강사 주지사항; 교육 상과 원하는 교육내용을 사 에 통보하여

비하도록 한다.

- 교육 비물; OHP, 비디오, 기타 시청각교육자료

4) 여성 통일교육 수업운 안 (여성단체용)

여성 통일교육 시 각각의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해서는 교육기 의 성격,

교육기간, 교육시설 조건, 학습자의 수 에 따라 교육자가 단하여 선택하도록 한

다.

이 자리에서는 앞장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을 일선 교육 장에서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를 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안

이며, 실제 교육자들은 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창조 인 수업안을 제작할 수 있다.

샘 수업안

강의 제목: 여성은 통일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목표: 분단, 통일에 해 극 인 심을 갖게 한다.

방법: 토론식 수업 련 비디오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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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로 하여 통일에 한 심을 극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여성들은 일반 으로 통일에 한 심이 높지 않고, 통일에 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들로 하여 통일에 해 극 인 심을 갖도록 하기 해

서는 왜 통일이 되어야하는지에 한 구체 인 이유를 제시해주고 통일로 인해 야기

될 비용부담에 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도록 한다.

1) 각 학습자들에게 통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참고자료 1. 국민통일의식 조사결과)

2)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왜 그 게 답변했는지 이유를 질문하고, 자신

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 이때 강사는 의문 이나 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토론 분 기를 활

성화시키도록 한다.

3) 국 인 통일 여론조사 결과에 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본다.

☞ 이때 강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타당하고 구체 인가?

-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실성이 있는가?

- 우리는 종종 통일비용의 문제를 걱정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비용은 무엇이고, 분단비용은 무엇일까? 등

● 학습자의 심을 확장시켜 통일이 나의 삶과 무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통일문제가 여성의 삶과 구체 으로 연계되지 않는 이유는 여성의 삶의 지평이 시간

으로 재, 공간 으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와의 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성의 시야를 보다 확 하여 재로부터 미래로, 가까운 주변 사

람들로부터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로 심을 확장함으로써 통일이 여성의

삶에 해 갖는 의미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1) 미래 어느 날, 통일이 되었을 때의 상황에 해 진지하게 토론해본다.

- 비디오 “가상 통일상황 (MBC 통일 5부 작, 1999.11)을 함께 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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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없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닥칠 다양한 갈등 상황에 하여 토론

해 본다.

☞ 이 때 강사는 통일은 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사회구성원인 우리 자녀세 의 삶

과 직결된 문제라는 , 그 기 때문에 통일은 철 한 비과정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때 통일에 한 과도한 걱정이나 근거 없는 회의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

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을 환기시킨다.

2) 분단에 의해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황을 들려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 으로 이

해한다.

- 이산가족의 그리움에 한 기사를 읽는다.

(참고자료 2. 헤어진 가족의 사연을 담은 신문기사들)

- 학습자가 주변에 알고 있는 이산가족의 사례에 해 발표하도록 한다.

- 자신의 가족이 쟁이나 기타 정치 인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의 감정에 해

서 발표한다.

☞ 이때 강사는 남편과 헤어진 아내, 자식과 헤어진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 당사자의

고통을 함께 생각해볼 것을 권유한다. 남편과 헤어진 아내들이 평생 재혼하지 않

고 지냈던 사실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많은 공감 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3) 북한사람들을 돕는 단체나 기 을 소개하고, 이들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 북한에 식량, 의료품 등을 공 하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해 소개한다.

(참고자료 3. 북한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료)

- 이들이 왜 북한사람들을 돕고 있는지에 해 생각해 본다.

-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에 해 비 인 보수 입장, 곧 북한사회의 붕괴를 지연

시키고 있다든가 지원된 식량이 군량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비 에 해 토론해

본다.

☞ 교사는 다음과 같은 토론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 만일 북한사회가 갑자기 붕괴된다면 우리는 어떤 부담을 겪게 되는가?

- 군량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인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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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도움을 경험과 도움을

받은 경험은 실제로 어떠했는지?

- 경제 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자신의 구체 인 경험을 통해, 도움을 주

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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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국민의 통일의식

※ 통일부(2000), 『통일의식 조사에 기 한 통일교육 통일홍보 방향』

조사기간: 2000년 4월 - 9월, 체 응답자: 1,604명

문 1. 통일에 한 심

통일에 한 심 일반 청소년 여성 386세 계(N)

매우 심이 있다. 21.1 11.5 24.2 38.9 22.1 (235)

심 있는 편이다. 47.6 46.0 41.5 45.3 45.1 (479)

그 그 다 24.0 35.9 27.3 15.3 27.0 (287)

심 없는 편이다. 6.8 4.9 4.6 0.5 4.4 ( 47)

심이 없다. 0.4 1.7 2.3 0.0 1.2 ( 13)

계(N=100.0%) 250 348 260 203 100.0 (1061)

문 2. 통일에 한 희망

통일에 한 희망 일반 청소년 여성 386세 계(N)

통일을 원한다 79.2 67.0 67.6 90.1 74.4 (789)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10.4 17.2 13.1 4.9 12.3 (130)

잘 모르겠다 7.6 13.8 15.1 4.4 10.8 (115)

생각해 보지 않았다. 2.8 2.0 4.2 0.5 2.5 ( 26)

계(N=100.0%) 250 348 259 203 100.0 (1060)

문 2-1. 통일을 원하는 이유

통일을 원하는 이유 일반 청소년 여성 386세 계(N)

민족의 지상과제 36.9 14.4 35.4 42.6 31.3 (253)

국가 경쟁력 강화 18.2 22.5 17.7 18.0 19.3 (156)

사회 안정 10.6 27.1 16.1 16.4 18.0 (146)

이산가족 상 21.2 16.1 17.7 4.9 15.5 (125)

경제성장 9.6 16.1 8.3 12.6 11.9 ( 96)

정치 발 3.5 3.0 4.7 5.5 4.1 ( 33)

계(N=100.0%) 198 236 192 183 100.0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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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2.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통일을 원치 않는 이유 일반 청소년 여성 386세 계(N)

사회 불안정 42.3 53.2 44.1 30.0 46.5 (73)

경제 손실 46.2 35.5 32.2 60.0 37.6 (59)

국가 경쟁력 약화 7.7 4.8 6.8 0.0 5.7 ( 9)

민족의 장래를 해 0.0 0.0 10.2 10.0 4.5 ( 7)

정치 후퇴 0.0 4.8 3.4 0.0 3.2 ( 5)

이산가족 상 후의 혼란 3.8 1.6 3.4 0.0 2.5 ( 4)

계(N=100.0%) 26 62 59 10 100.0(157)

문 3. 분단상황에 한 측

분단상황에 한 측 일반 청소년 여성 386세 계(N)

나의 세 통일 원함 74.2 68.1 64.5 84.2 71.8 (757)

다음 세 통일 원함 13.7 19.0 16.8 9.9 15.5 (163)

구 분단상태 원함 2.4 1.7 3.9 1.0 2.3 ( 24)

북한, 타국가와 합병 2.0 0.9 0.8 0.0 0.9 ( 10)

아무래도 상 없음 5.2 7.8 9.8 2.5 6.6 ( 70)

기타 2.4 2.6 4.3 2.5 2.9 ( 31)

계(N=100.0%) 248 348 256 203 100.0(1055)

문 4. 통일과정의 진행속도에 한 평가

통일과정의 속도 평가 일반 청소년 여성 386세 계(N)

재보다 빠르게 29.6 41.1 25.8 46.0 35.6 (376)

지 의 속도로 31.2 37.6 41.8 38.1 37.2 (393)

지 보다 천천히 32.0 8.3 17.6 12.9 17.0 (180)

잘 모름 4.4 8.0 10.5 2.0 6.6 ( 70)

생각해 보지 않음 2.8 4.9 4.3 1.0 3.5 ( 37)

계(N=100.0%) 250 348 256 202 100.0(1056)

문 5.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비교

통일비용 분단비용 비교 일반 청소년 여성 386세 계(N)

통일비용이 더 많다 68.8 47.7 52.2 50.7 53.9 (566)

분단비용이 더 많다 17.2 28.2 26.7 34.3 26.4 (277)

비슷하다 8.0 12.9 10.4 11.9 11.0 (115)

모르겠다 8.0 11.2 10.8 3.0 8.8 ( 92)

계(N=100.0%) 250 348 251 201 100.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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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이산가족 이야기

● 신문기사에 실린 이산가족의 사연

이산상 탈락 8순 실향민 자살…4차례 방북신청 좌

이산가족 상 자 추첨에서 잇따라 떨어진 80 실향민이 임진각에서 숨진 채 발

견 다. 5일 오 9시20분 경 경기 주시 문산읍 사목리 임진각 망배단 뒤 통일연못

에서 황해도 신천이 고향인 정인국씨(82․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임진각 리소장 김국 씨(4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연못

배수구 쪽에 주먹을 움켜쥔 채 엎어져 숨져 있었다. 숨진 정씨의 품에서 나온 수첩

안에서는 지난해 6월 신청한 이산가족 상 신청서 수증이 발견 다. 경찰은 정씨가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투신하면서 교각에 머리를 부딪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추석인 1일 오두산 통일 망 에서 북쪽의 고향을 향해

차례를 지내고 3일 오후 집을 나간 뒤 4일 오후 함께 살던 아들 철규씨(48)에게 두

차례 화를 걸어 “잘 있으라”고 짧게 말한 뒤 소식이 끊긴 것으로 밝 졌다.

철규씨는 “아버지께서는 평소 ‘부모형제를 북에 두고 혼자 왔으니 죄인’이라며 괴

로워하셨다”고 했다. 정씨는 일제강 기 공무원으로 일한 탓에 친일 로 몰릴 것을

우려해 부모와 큰아들 철환씨(61)를 비롯해 4명의 나와 남동생 1명 등 거의 모든

피붙이들을 고향에 남겨둔 채 해방 직후 부인 임 선씨(78)와 함께 작은아들 철수씨

(56)만 업고 월남했다. 정씨는 15년간 경찰생활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네 차례 방북신청을 했으나 한 번도 뽑히지 못하자 정씨는 이산가

족 상 때마다 TV를 보며 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유족들은 회상했다. 북에 두고

온 아들까지 5남 1녀를 둔 그는 서울에서 부동산 개업소를 하다 1996년에 ‘고향이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다’며 고양시로 이주했다.

부인 임씨는 빈소가 마련된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 안실에서 “남편이 3년 부

터 ‘내가 죽으면 화장해 이북이 가까운 곳에 뿌려달라’고 하더니 큰아들 얼굴도 못보

고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며 통곡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 로 화장한 뒤 고향 땅과

맞닿은 임진강에 뿌리기로 했다. (동아일보, 2001년 10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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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상 1년… 애타는 고령자들

"남쪽에 내려와 50년을 홀로 살았지만 당신도 수 하며 살았다니 우리는 천생연

분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인연은 없었나 보니 다음 세상에서라도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지난해 8.15 남북 이산가족 상 단으로 평양으로 가 부인과 딸 아들을 50년만에

만난 이몽섭(李夢燮.75.경기 안산시)씨. 그는 오늘도 `오지 않는 답장` 을 기다린다.

李씨는 남북 십자사간의 이산가족 서신교환 합의에 따라 지난 3월 북에 있는 부인

김숙자(金淑子.78)씨에게 상 때 미처 못다 한 말을 어 보냈으나 벌써 5개월 째

소식이 없다. 남북간에 회신에 한 합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李씨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벌써 1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편지라도 자주 주고받을 수 있을 알

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고 말했다.

단 던 남북 이산가족 상 이 남북 정상간 `6.15 공동선언` 에 따라 15년만에

재개된 지 15일로 1년. 그러나 남북 당국간의 화단 로 이산가족 상 이 다시

반년 가량 단돼 이산가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상 뿐 아니라 면회소, 서

신교환 등 조만간 이산가족간의 재회와 교신이 가능할 것 같은 분 기에 한껏 기 에

부풀었던 이산가족들은 "도 체 어떻게 돼 가는 것이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암투병 에 북에서 찾아온 큰아들 안순환(安舜煥)씨를 만난 뒤 지난 3월 숨진

이덕만(李德萬.88.여)씨의 셋째아들 연환(경기도 하남시)씨는 "면회소 설치나 서신교

환이라도 으면 형님에게 어머님 소식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며 답답해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기 에 있는 이산가족들은 더 애가 탄

다. 지난 1차 상 때 신청해 1년여를 기다리고 있는 김선미(74.여.서울 송 구 송

동)씨는 "도 체 죽기 에 시 식구들을 꼭 찾아보라는 남편 유언을 지킬 수 있는

건지 답답한 심정" 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들의 성화에 답답하기는 한 십자사도

마찬가지다.

한 십자사 계자는 "다음 상 은 언제 가능하냐는 문의 화가 많다"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힘들다고 하면 `이산가족 면회소다, 상 정례화다 해서 기 는 한

껏 부풀려 놓고 도 체 뭐 하는 거냐`며 항의해 곤혹스럽다" 고 말했다. 서 훈(徐英

勳) 한 십자사 총재는 지난 10일 교착상태에 빠진 이산가족 문제의 돌 구를 열기

해 그 동안 문 이나 경의선 연결지 으로 주장해 온 면회소 설치를 북한측 주장

로 강산으로 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나 북측에선 아직 응답이 없다.

( 앙일보, 2001년 8월 1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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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이산가족 상황 (통일부 자료)

1. 남북이산가족의 실상

가. 남북이산가족의 발생원인 특성

이산의 원인은 역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 시기별 이산가족을 야기

한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제치하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기 해 는 착취와 수탈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국

만주 등지로 이주

② 일제 동아 쟁 시 징병․징용 등으로 인해 국․일본․사할린 등지로 강제동원

③ 제2차 세계 종 과 38도선에 의한 인 남북분단으로 왕래와 교류가 차단, 공산학

정의 탄압을 피해 수백 만 명이 자유를 찾아 월남

④ 6.25동란 기간 백여 만 명의 피난민이 남하하 고 수십 여 만 명이 강제 납북되거나

의용군 명목으로 납북되고 수많은 행방 불명자와 월북자가 발생

⑤ 휴 이후 북한측에 강제 납북되거나 북한지역을 이탈해 제3국이나 한국에서 살게 되어

가족과 친척이 이별하게 된 경우

나. 남북이산가족의 의미

(1) 남북이산가족의 개념

남북이산가족이란 “1945년 9월 이후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

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하며, 여기에는 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납․월북자

정 정 이후의 납․월북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다. 의로 볼 때는 “재결합에

따라 배우자, 형제자매의 족 인척으로서의 신분 계를 회복․형성하고자 하는 자”를 포

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친족의 의미와 범

국제법상 가족에 한 유권 정의는 없으나, 가족은 인간사회의 기본이 되는 단 이며 국가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체로 가족은 직계 족과 배우자로 구성되나 혼인 외

의 자가 더해질 수도 있다.

남북한간에는 제9차(’85.8) 십자 본 회담에서 ‘가족’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자녀

로 합의했으나 ‘친척범 ’는 남측이 방계 8 , 처․외가 4 을, 북측은 이외에 당사자가 요구

하는 친척을 주장했으며, 고향방문단 교환을 한 실무 표 에서 상 가족 상 의 시

남측이 이를 수용해 합의한 바 있다.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4항)에서

는 “8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 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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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으로는부부, 부모와자녀, 직계존속 손자녀등으로하되문화 습에따라확

될수있음을인정하고있다. 동․서독간에는 ’63년 서베를린과동독간의통행 정에서부부,

부모, 자녀, 조손, 형제자매, 숙․백부모, 조카, 그들의 배우자를방문 허용 상으로 했고,

국․ 만간에는 만이 4 이내의 친척으로, 국은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다. 남북이산가족의 실태

북한의 월남자 가족과 남한출신자에 한 부당한 차별정책과 강제이주정책으로 북한거주가

족에 한 거주확인이나 소재 악이 야기할 험성 때문에 최근까지 많은 남북이산가족들이

소식 알기를 주 하고 있었다. 남한에서도 지 은 철폐되었지만 연좌제로 인해 남북이산가

족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상태가 은연 에 남아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남북이

산가족 실태를 정확히 악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다.

한 분단상태가 반세기 넘게 경과함에 따라 육상 의 비원을 풀지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

는 이산1세 들이 증가하고 있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정확한 실태를 악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의 숫자는 가족의 개념과 범 실향민 수의 산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친척개념으로 볼 때는 실향민과 남북이산가족 숫자를 동일하게 보아도 무리가 없다. 통상 남

북을 합쳐 실향민 납북자 등과 그 가족친척을 포함할 때 1천 만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북

한의 경우 월남자 가족과 남한 출신가족이 체인구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이산가족 추정치 >

(출처 이북5도 , 70년도, 단 : 명)

출신 지역 인원수 출신 지역 인원수

함 경 북 도 597,000 평 안 남 도 1,133,000

함 경 남 도 1,206,000 황 해 도 1,365,000

평 안 북 도 843,000 군사분계선 이북 경기도 319,000

합 계 5,463,000 명

※ '70년 이북5도 의 가호 신고자 기 , '71～'96 기간의 인구증가율(40.34%)감안,

'96.12 기 767만 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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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 성과 근거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 성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이산의 비극이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제정치 분단과 민족 수난 속에

서 불가항력 으로 발생되었다는 에서 남북이산가족들은 자유로운 통신교류와 재회를 추

진할 권리가 있고 남북당국은 책임지고 이를 시 히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 미․

일․러․ 의 주변국들도 이를 도와야 할 도덕 의무가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남

북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뿐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인도법 의

규정에 의거한 도의 ․법률 책무인 것이다.

둘째, 민족분단과 가족이산으로 개인이 겪는 인간 고통과 비애는 필설로 이루 다 표 할

수가 없다. ‘ 육의 정’이란 본능 인 것인데 부모처자와 형제자매가 반세기가 넘도록 생사조

차 모르고 만나지 못하며 마음놓고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지내다 한을 품은

채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 계를 개선해 가기 한 필수과

정이며 민족의 안 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는 하나의 단일민족으로서 당연히 통

일이 되어야 하나, 독일과 달리 3년간의 내 과 반세기 동안의 치로 인한 상호불신

의 골이 깊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쟁은 곧 민족 체의 자멸을 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

리는 지 평화정착을 추진하고, 궁극 으로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해서는 정치 통일에 앞서 교류와 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민족 동질성을 회복

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 이산가족 교류의 당 성이 주장된다.

넷째, 인권과 가족문제에 한 국제 심증 이다. 오늘날 가족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려야 할 자유와 권리로 존 되고 보장되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은 충돌당사국은 물론

모든 국가에게 이산된 가족간의 통신자유 보장과 재회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보장해 주도

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재회의 권리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섯째, 이산1세 가 고령화로 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따른 재회의 시 성에서 오는 당 성

이다. 헤어진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고 후세 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가족에 한 친 감과

심도가 어 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크다.

가족재회에 성공한 이산가족들이 그 동안 살아온 배경 등이 달라 감격과 기쁨이 지나간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보여 주듯이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는 많은 사회 ․법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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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야기할 수도있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해결은얼마남지않은이산1세 들의 생존기간

에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되는 인도 과제이다. ( 략)

3. 북한의 남북이산가족 실상과 태도

가. 80년 반까지의 이산가족 차별정책

북한은 분단 이후 수차에 걸친 성분조사 사업을 통해 체제유지를 한 철 한 계 정책을

추진해왔다.

월남자 가족에 해서도 성분조사 결과에 따라 ‘반 명분자’ 혹은 ‘반동분자’라는 낙인을

어 처벌하거나 산간지역으로 분산 이주시키는 등 차별정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북한인구의

태반을 차지하는 월남자 가족들의 불만이 야기되자 이들에 한 포섭정책을 시작하 다.

1966년에는 월남자 가족들에 한 사상재검토사업을 실시하여 4부류로 세분하고 탄압과 감

시를 하는 1부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류는 선도한다는, 다소 유화 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자 가족에 해서는 자녀의 직장선택, 진학 군복무와 입당 등에

있어 차별이 계속되어,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노동의욕이 상실되는 등 사회문제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0년 반경 재차 성분정책 완화방침을 채택하면서 월남자

가족에 한 통제를 완화하 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상개조’라는 제하에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들과 이들의 가족에 해서도 월남자 가족과 마찬가지로 철 히 성분

조사와 감시가 이루어져 때로는 숙청 상이 되기도 하고 집단수용을 당하기도 하 다.

나. 남북이산가족 교류 련 기본태도 80년 이후의 변화

냉 시기 북한은 남북이산가족문제를 남정책 수행을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데 이용하 다. 북한은 1971년 우리측의

남북 십자회담 제의를 격 수용하 으나 자유왕래를 한 ‘법률 조건 철폐’와 ‘사회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제조건을 제시하여 회담에 난 을 조성하 다. 한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술단 공연 등을 통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 할 수 있다는 정치 단에서 비롯 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과 인 교류가 자본주의 사조 민주 사고의 유입을 가져옴으로써

체제에 부정 인 향을 래할지도 모른다는 단 하에 당국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남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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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족 교류도 엄격히 제한하 다.

그러면서도 북한은남북 계 상황 등필요에 따라일회성 남북이산가족 교류를허용하기도

하 다. 1985년의이산가족고향방문단교환사업이그 표 인 이다. 한 민간차원에서는

경제 지원 외화획득, 그리고미주지역의친북세력형성을 해해외동포들의북한방문

과 이산가족상 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

한편 식량난심화에따른주민의탈북사태가이어지는가운데지리 으로가까운 국연변

지역의친척등을매개로한남북이산가족의간 교류가 증하자, 북한은 국국경지역에

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도 하 다.

최근 북한당국의남북이산가족교류에 한태도를보면, 1998년 3월 1일부터 당시사회안

부( 인민보안성)산하에이산가족주소안내소를설치․운 하고있으며, 김일성이생 에

이산가족문제에많은 심을갖고있었다는 을이례 으로공개( 1998.4.8자「평양방송」

보도)하는 등 변화의조짐들이나타나고있다. 민간차원에서는남측이산가족들의 북투자

유치등을목 으로북측 련기 의인원들이 개인등을통해이산가족들에게 근해오

는 경우도 있다.

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측의 태도 변화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2000년 6월15일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제3장에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 다. 이에 따라 ｢6․15 남북공동

선언｣이행을 한 남북 십자회담이 개최되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 시범 사업이 논의되었다. 북한측은 3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2차례의 생

사․주소확인, 1차례의 서신교환에 호응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도 원칙

으로 합의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남북이산가족 교류에 해 다소 소극 인 측면은 있었지

만 체로 정 태도를 보 다.

2001년 1월 10일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회’(2001.1.10)를 열고 이산

가족 방문단 교환 등 남북 사이에 합의된 력과 교류의 일정을 극 실행해 나가자는 내용

의 7천만 겨 에게 보내는 호소문 을 발표하 다. 호소문 내용 이산가족문제와 련해

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며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는 지

체시키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 다.

2001년 2월 방 된 북한의 TV드라마 ｢수평선｣에서는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월남자 아들이 끝내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방 하 다. 재북가족을 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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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들도  ｢6․15 공동선언｣이후 월남자 가족들의 신분제약이 많이 완화되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분 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내 으로 월남자 가족에 한 통제를 다소 완화하면

서 한편으로 우리측이 남북 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극 해결해 나가려는 입

장에 해 어느 정도 호응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산가족문제에 해서는 통일부 홈페이지(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참조. http://reunion.unikorea.go.kr

4. 다른 나라의 이산가족 교류 사례

◎ 국과 만

주한 만 표부 계자는 “ 국과 만 사이의 정치 상황은 아직 긴장 계가 계속되고 있지

만 최소한 만과 국 사이에는 이산의 아픔은 완 히 ‘해갈’ 다고 도 무방하다”고 말한

다. 국과 만 사이에 이산가족 상 의 물꼬는 1987년 11월 장징궈(蔣經國) 당시 만 총통

이 계엄법을 폐지하면서 터졌다. 그러나 사실 국이 이에 앞서 1978년 개 개방을 주장하

면서 만에 통상, 통항, 통우(서신교환) 등 3통(通)을 제안하고 이어 1981년에 이산가족 재

회를 제의함으로써 이미 그 길은 열리고 있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친척방문, 병문안,

조문 등의 명목으로 만을 찾은 국 본토 사람은 44만 9천여 명이 넘고, 만인의 본토 방

문은 1,000만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과 만의 이산가족 교류에서 주목할 은 정치와

이산가족 상 문제를 분리하여 양안(兩岸)간 정치 상황이 최악의 긴장 국면에 빠져도 이산

가족 상 은 계속되었다는 이다. 통일교육원(2000)『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13쪽.

◎ 동독과 서독

제2차 세계 의 결과, 독일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과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동

독으로 갈라져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 주민간에는 편지 연락이 가능했고 화연락

도 끊기지 않았으며 만남도 허용되었다. 오히려 서독의 가족들이 가난한 동독 가족들에게 보

내는 소포들이 동독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됨으로써 이산가족 교류는 유지되어 나가지 않

으면 안되었다. 동독주민들이 본격 으로 서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은 1972년 동서독간에

기본조약이 만들어지고 동독정부에 의해 ‘가사 방문’이 허용되면서 부터 다. ‘가사 방문’이란

서독에 있는 친척의 출생, 세례, 결혼, 문병, 문상 등을 한 방문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베를

린 장벽이 세워지고 통일이 되기 까지 서독에서 동독을 방문한 사람은 연평균 30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한다. 통일교육원(2000)『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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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북한주민을 돕는 사람들 이야기

●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설립 취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민족이 서로 도우며 공동의 번 을

이루자는 취지의 순수한 민간차원의 '서로 돕는 운동'으로, 1996년 6월 8일 세종문화회 에

서 발족하 다. 재는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를 당한 조선족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도 하고 있다. 오랜 냉 과 쟁의

상흔으로 인한 반목과 립을 깨고 남북과 해외의 동포들이 서로의 가슴에 뜨거운 온정의

강물이 오고 가게 하자는 운동이며, 이러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의 새장을 열고자

하는 운동이다.

주요사업

북한동포를 한 긴 구호사업

남북농업 력사업을 통한 북한농업의 자생력 강화사업

바람직한 북정책 제시 민족화해를 한 시민교육 로그램 개발

사기피해 조선족 동포 돕기 모 고소고발활동

구소련 거주 고려인 동포 돕기 활동

입양아와 교포2세를 한 지원활동

북한 사업

식량 분유, 젖염소 보내기 사업

농업 력 사업：양잠개량 력 사업 (99년 상반기～ )

(가칭)농업은행 설립 추진

교류사업：남북도서 교환 캠페인(실용, 문도서 심)

미국의 북 경제제재 해제 캠페인 추진

국 조선족 동포 지원사업

조선족어린이를 한 책보내기운동(30만 권)

사기피해자 법률구조 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k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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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설립취지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바로, 통일 1세 인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화와 만남을 연습함으로써 밝은 통일시 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하는 민간 단체이

다. 특히, 분단체제하에서 왜곡되어온 북 인식과 남 인식의 환이 통일 비의 첫 걸음

이라 할 때, 어린이들에게 증오를 가르치기 이 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고, 창

의 이고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우선 민주

공동체 사회와 평화 통일에 한 신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 사회의 가치 과 문화

의 진 인 변환을 겨냥하는 장기 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른들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가정과 학교와 매체로부터 폭력을 추방함으

로써, '평화'가 무엇인지를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더욱 직 으로는, 남과 북의 어

린이들이 다른 반쪽에 한 와 불신과 비하의 부정 인 감정 신에, 열린 마음으로 서

로를 포용하고 존 하고 력할 수 있는 정 감성을 기르도록 돕는 일이 요하다. 한,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직 는 간 으로 만나 어우러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통일된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소 한 연습이 될 것이다.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지난 1996년 6월이래 공동육아 연구원과 한겨 신문사가

이러한 뜻을 같이 하면서 펴온 일련의 캠페인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남북어린

이어깨동무]는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따로 는

함께 서로 친구로써 력을 실천하는 기회들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문화, 교육, 교류 사업들을 지속 으로 개하고자 한다.

주요사업

어린이들의 마음을 여는 행사

북쪽 어린이들을 한 식품 의약품 지원사업

통일 1세 를 키우는 통일 비사업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활동에 해서는 홈페이지 참조. http://www.okedongm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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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벗들

설립취지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그 동안의 활동성과를 토 로, 인도 인 지원활동에서

한발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공존, 동아시아의 평화를 비해나가는 보다 진 된 공동체 운동

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발 으로 계승하면

서 새로이 (사단법인) '좋은 벗들'을 설립하 다.

우리에게 지 가장 요하고 실한 과제는 민족의 통일이다. 통일이 안 되고서는 민족의

번 과 국가발 은 기 하기 힘들다. 단 통일이 아무리 시 하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은 반 한다. 그 이유는 통일과정에서의 엄청난 혼란과 희생, 통일 후

의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 의 생존과 인권이 보장되면서 평화 으

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서는 지난 50년간 남북 민족 사이에 가로놓인 불신과 반목의 벽을 넘어 민족의 동

질성을 회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해서는 부단한 교류와 력을 통한 민족의 화해

가 필요하다. 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극한 상황에 처한 북한 난민을 외면할 수 없다. 지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

본회는 남북 민족간 화해와 력을 도모하고, 경제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에

한 인도 지원과 탈북 난민의 인권개선을 한 활동, 그리고 재외 동포들과의 력 활동을

통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주요사업

1) 민족 화해와 통일을 한 연 캠페인, 정책 연구 학술 활동

2)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 회복을 한 각종 교류와 력 활동

3) 북한주민에 한 인도 지원활동

4) 북한식량 난민 정착 지원 국제 난민지 획득과 난민수용소 설치

5) 세계 5 갈등인 인종, 민족, 계 , 성, 종교 문제를 해결해 가는 비폭력 평화운동, 인권운동

6) 재외교포 지원을 통한 7천만 한민족 공동체 형성

7) 각 활동성과에 한 보고서 발간 출 사업

8) 기타 부 사업

좋은 벗들에 해서는 홈페이지 http://www.jungto.org/g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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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벨 재단(Eugene Bell Centennial Foundation)

설립취지

유진벨재단은 1895년 한국에 도착한 장로교 선교사 부부들을 기념하기 해 1995년 4월 4일

에 창립되었다. 이 재단은 유진 벨(Eugene Bell)의 미래에 한 비젼과 유산, 그의 기독교

인 헌신과 그의 아내인 로티 더스푼(Lottie Witherspoon), 그들의 동료, 한국에서 왕성

한 활동을 펼친 4 에 걸친 후손들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이 재단은 교육 이고, 인도주의

이고, 종교 인 사업과 교류를 지원함을 사명으로 해왔다. 이 재단이 탄생한 이후 우리는 인

도주의 인 에서 북한의 비극을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유진벨재단은 미국에서 북한으로 상당량의 식량을 나르는데 주력했다. 올해는 국제 인 분

기가 좋아져서 국에서 곡식을 구입해서 조 국경을 넘어서 싼값에 식량을 달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식량원조의 제한 때문에 유진벨재단은 식량원조를 하기 부터 의료사업을

계획해왔다. 유진벨재단에서 시행해온 의료사업으로는 그래함 이동치과진료소, 유진벨앰블

런스, 유진벨의 결핵 사업, 북한의 결핵 퇴치 시설 보 등이 있다.

진행 인 지원사업

도의 결핵 방병원에 진단장비를 보내는 일

각 수용소에 6개월 동안 50명의 결핵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과 양제를 보내는 일

각 수용소에 작은 비닐하우스 장비를 보내 일년 내내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북한의 의료사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일

북한어린이돕기 심포지움 발표논문(http://www.durihana.or.kr/intro_5_3_2.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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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를 한 통일교육

우리나라에서 학부모는 실 으로 자녀교육의 담자가 된다. 이러한 실 여건

때문에, 더 요하게는 자녀의 통일교육에 있어 학교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매우

요하므로 학부모 통일교육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를 둔 업주부

의 통일교육은 우선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략 으로

유리하다.

1) 학령 자녀를 둔 학부모의 통일교육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동질 특성으로는 자녀의 조기교육에 심이 많다는 ,

아 트 등 주거 집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 가 비슷한 주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육아 친목모임이 이루어진다는 , 인터넷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볼 때 학령 자녀를 둔 학부모의 통일교육을 해서는 인터넷

의 여성 포털 사이트나 육아 련 사이트에 통일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인터넷 여성 포털 사이트에서의 통일교육

첫째, 학령 자녀를 둔 학부모는 미디어 세 이므로, 동 상 등 시청각 자료로 구

성된 교육물을 제공하는 것과 세련된 편집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둘째, 인터넷 여성 포털 사이트에서 통일과 련해서 개발 가능한 콘텐츠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의 생활용품이나 남한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북한의 특산품 구입

* 북한여성의 식․의․주생활 소개

*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북한의 래 놀이 소개

* 북한 련 시회 일람

* 북한의 어린이 만화, 그림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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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어린이의 생활실태에 한 보고 이들을 돕기 한 모 행사 소개

* 탈북 어린이의 생활상 소개

* 북한의 속담 언어를 주제로 한 수수께끼

* 북한의 유아교육 조기교육 소개

셋째, 은 엄마들의 능동 인 참여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한다.

* 통일을 주제로 하는 동화, 드라마, 방송원고 공모

당선된 작품은 고료를 지 하고 홈페이지에 올린다.

* 여성 통일교육을 주제로 한 홈페이지 경연 회

● 자녀와 함께 하는 통일교육

첫째, 유치원 행사를 이용한 통일교육;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유치원 행사

를 극 이용하여 통일교육 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 유치원에서 정기 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강연 시 특강

* 유치원 소풍, 장학습, 간식 보조, 운동회, 아버지의 날, 할아버지․할머니의 날,

재롱잔치 등 학부모 참여를 제로 한 행사를 할 때, [북한주민생활 사진 ] [북한의

민속놀이 해보기] 등 실시

*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자료 보조기구 개발

둘째,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통일교육; 학령 아동을 둔 여성의 경우는 육아에 매

이는 시간이 많으므로 자녀와 함께 하는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

*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통일 놀이 개발

) 남북한 지도와 지명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주사 놀이5)

북조선 말과 남한 말을 짝짓는 낱말 맞추기 놀이 등 개발

5) 독일의 어느 지방신문사에서 어린이 미술 회를 열었는데, 입상하지 못한 모든 아이들

에게 우편으로 그 주의 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주사 놀이를 보내주었다. 학령 어린이

는 퍼즐이나 주사 놀이, 도미노, 기억놀이 등을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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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통일교육

첫째, 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통일교육을 해서는 자녀의 학교수업과 통일교

육을 연결시킬 때 교육 참여도 효과가 배가됨을 실무자들은 주지하도록 한다.

* 자녀의 학교수업이나 과제물과 통일교육을 연결시키는 략 개발

*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시회 개최

* 학부모나 교사를 한 지침서와 더불어 사회조사숙제에 참고할 만한 자료집 마련

* 방학숙제 선택과제물로서 통일을 주제로 한 가족신문 만들기 제안

* 통일 련 가족홈페이지 만들기 회 개최 등

통일을 주제로 한 가족신문 만들기

가족신문 만들기는 등학교 여름․겨울방학숙제 때 선택과제로 자주 나오므로 특

별히 거부감이 없는 통일교육 방법이다. 학교수업에서 신문을 통한 교육법(NIE)이

나 가족신문 만드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만들기 쉽다. 신문 구성의 몇

가지 를 소개하면, 신문 제목, 발행자, 통일에 한 가족의 화, 이북에 고향을

둔 조부모 인터뷰하기, 북한 련 토막상식, 북한의 자연, 북에만 있는 천연기념물,

통일이 되면 달라질 것들에 한 상상 기사, 북한의 어린이에게 쓰는 편지 등 이 밖

에도 주제나 소재선택의 범 가 매우 넓다. 신문 만들기의 가장 큰 장 은 온 가족

이 통일을 주제로 화를 나 기회가 된다는 이다.

가족신문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인터넷의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한다.

둘째, 학부모 상 통일교육은 학교에서 주 하는 학부모회의를 극 활용한다.

* 각 학교의 정기 학부모 모임시 통일교육 실시

* 학교에 한 심이 높은 등학교 학년, 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학부모

를 상으로 설정

* 자녀의 진학지도를 한 학부모교육 로그램의 일부로 넣는 방안 검토

* 각 학교 운 원회, 학년 반별 의원회의, 식 원회 등의 정기 회의 시

통일교육자료 배부 통일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 심의 학부모를 한 교육 로그램 시 통일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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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부의 일상생활과 착된 통일교육

여성 통일교육의 장에서는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나 교육내용도 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나 호감도가 훨씬 요하다. 여성을 상

으로 한 통일교육이 일회성 행사나 볼거리로 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 도 있겠지

만, 가사와 육아, 집안의 경조사 등 주부의 어깨를 짓 르는 과도한 짐을 떠올린다면

일회성 행사나 볼거리가 실 으로 유효한 교육의 수단임을 인정하게 된다.

아래 제시되는 여성 통일교육의 구체 안은 여성단체의 실무자 주부들과의 인터

뷰를 통해 수집한 아이디어에 기 해서 마련된 것이다.

첫째, 학부모 상 통일교육은 업주부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악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주부를 통일교육의 장으로 하기 해서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일년 등 생활 주

기와 구체 인 일상생활의 흐름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3월 신학기나 가족 행사

가 많은 5월, 소풍 철, 자녀의 시험기간, 방학, 추석 후, 연말 등 주부로서의 역할이

과도하게 기 되는 시기에는 주부만을 상으로 한 문화센터의 참여율도 조하므

로 이 시기에는 통일교육을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통일교육만으로 한 달 혹은 한 학기 단 의 장기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재로서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통일교육이 학부모들을 극 으로 유인하는 요인(pull factor)

이 기 때문이며, 체계 인 교육자료가 개발되지 않은 도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

서 단계에서는 학교나 각종 단체가 실시하는 여성 상의 일회성 행사나, 기존의

사회교육 강좌의 일부로 할애하는 것이 실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

도 높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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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성 통일교육은 주부의 일반 인 취미 가사정보와 연결하여 실시하는 방

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주부 상 TV 로그램을 효율 으로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

다.

재 북한 통일 련 로그램의 경우 개 방송 시간 가 심야에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의 실상을 주제로 하는 내용에 편 되어 있기에 통일문제는

다소 소외된 감이 있다.

주부의 TV 시청 시간은 주로 자녀를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고 난 뒤의 아침시간이나

설거지를 끝낸 녁시간이다. 방송국에서도 이 시간 에는 주부 상 로그램을 편

성하고 있다. 바로 이들 주부 상 로그램을 십분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거부감을

희석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즐겨보는 로그램의 내용에 녹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를 들어 요리 로그램의 경우, 탈북자가 나와서 건강에 좋은 북한의 요리를 직

만들면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이나 문화에 해 진행자와 가볍게 화를 나 는 것

이 효과 일 것이다.

* 여성을 상으로 여성 통일교육 지침서 경연 회를 실시한다.

일정한 상 을 걸고, 교회 여성신도 모임, 여성단체 시민단체 회원, 교사 등을

상으로 여성 통일교육을 한 로그램 경연 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실제로 각 지

역의 특성, 개별단체가 지향하는 바 목표, 구성원의 연령 사회경제 지 등에

따라 여성 통일교육도 다양한 근방법이 요구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각종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사회참여의식도 높고, 자 심도 높으

며 비교 높은 학력 수 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창의 인 의견과 에 지

를 모으면 장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침서가 개발될 것이다. 이 과정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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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일교육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함은 물론 여성 통일교육을 한 지도자도 발굴될

것으로 기 된다.

* 통일 노래 주부 가요 열창 혹은 합창 회를 실시한다.

주부들이 일상생활의 스트 스를 푸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것

이다. 덕분에 학부설 평생교육원, 백화 문화센터, 도서 문화교실 등에는 주부

상 가요교실이 다수 개설되어 있고, 주부합창단이 조직된 곳도 많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여성을 상으로 통일 노래, 북한 노래 부르기 회를 연다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문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리라 생각한다. 이 때 북한

출신 술인이 심사 원으로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여성잡지에 통일 북한 련 기사를 넣도록 한다.

여성들에게 인기있는 여성잡지를 상으로 독자들의 호기심과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북한 기사 화보를 싣도록 한다. 북한 통일 련 지면에는 독자

가 취재한 기사를 싣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의외로 개인이 소장한

값진 자료가 소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아 트 부녀회와 연계하여 탈북자 강연회 등을 개최하도록 한다.

아 트 지역에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 부분

은 부녀회가 리한다. 부녀회가 활성화된 아 트 단지의 경우 “우리 아 트에 사는

명사 강연회”, “ 보름 아 트 주민 윷놀이 회” 등 주민의 친목을 도모하기 한 행

사가 마련되곤 한다. 이를 활용하여 여성단체나 탈북자 돕기 련 단체, NGO의 주

선으로 부녀회를 통해 탈북자 강연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북한을 이해하는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이다.

* 통일 컴퓨터 게임 소 트웨어 만들기 게임 회 등을 개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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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은 어린이나 청소년만의 유물이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통일을 소재로 한 컴퓨터 게임 소 트웨어 경연 회를 열어 통일에 한

심을 높이도록 한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게임을 보 하여 통일 게임에

도 ‘ 장’이나 ‘지존’이 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게임을 즐기는 은 세 여성으로

부터 통일에 한 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북한 련 토막상식, 퀴즈, 만화 등을 개발하도록 한다.

주부나 가족 항 퀴즈 회, ‘도 골든벨’과 같이 온 가족이 시청하는 퀴즈 회에서

북한의 언어, 풍습, 일상생활과 련된 문제를 매회 한 문제씩 출제하도록 한다. ‘

학입시에 통일문제를 매년 출제한다면 주부들의 통일교육은 문제없다’는 묘안을 짜

낸 사람도 있었다.

통일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통일을 구체 으로 비하는 사람은 매우

다. 이러한 실에서는 통일에 한 막연한 심을 일상의 익숙함으로 돌려놓는 것

이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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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상 평화․통일교육 황

1) 여성단체의 평화․통일교육 황

(1) 한 YWCA

[북한이탈주민돕기 상담원 교육]

YWCA는 2001년 주력사업으로 북한바로알기 력실천운동을 국 으로

펼쳐왔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응할 수 있

도록 돕기 하여 북한이탈주민 상담소를 운 할 계획으로 두 차례의 상담원

교육을 실시했다.

1. 목

- 북한 바로 알기 교육

-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방안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 심리 응을 돕기 한 심리상담실 운

2. 세부사업일정

(1) 국단 1차 상담원 교육: 2001. 7. 9-13

국 54개 지방 YWCA의 상담자원활동가 상담소 실무자, 주력사업 담당

실무자 약 100명을 상으로 1차 북한이탈주민 돕기 상담원 교육을 실시했

다. 이 교육은 여성들에게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에 한 이해를 증진시켜

북한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게 하며 단순히 1회의 단기성 통일교육에서 탈

피하여 실제 자원활동의 일감을 구체 으로 제시함으로써 각 지역 장에서

상담 자원활동, 다양한 자원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지역의

북한 이탈주민과 1 1, 는 그룹형태로 지원 로그램을 개할 때 도우미

로써 조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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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주 제 교육내용 비 고

7월 9일

(월)

평화

생각하기

다양성

인정하기

-YWCA 평화통일운동의 방향

-"다름"에 한 이해를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통일 이해

(통일에 한 인식, 문제 토론, 통일

이후 사회에 한 vision 만들기)

YWCA

평화운동

방향과

올바른 통일

의식 제고

7월 10일

(화)

북한

바로알기

-북한사람, 북한사회 바로 알기

-북한역사와 사회에 한 이해

-북한문화에 한 이해

-북한여성의 삶에 한 이해

북한에 한

올바른 이해

돕기

7월 11일

(수)

평화

만들기

북한

이탈주민

돕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련법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심리 상황 이해

-북한 이탈주민 남한사회 응과 상담자

로서의 자세

-상담이론 실제

생활․심리

상담을 한

워크샵

7월 12일

(목)

공동체

만들기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살아가기 실제

-[공동 워크샵] 북한이탈주민과의 화

북한

이탈주민과

공동워크

으로 진행

7월 13일

( )

평화

이루기

평화

이루기

-지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논의

-남한사회의 응을 한 지원센터 운

가능성 사례

-심리 응을 돕기 한 상담실 시범

운 제안

-상담원교육 수료자 네트웍 만들기

후속작업

논의

네트워크

구성

(2) 제2차 상담원 교육: 2001. 10. 25 - 12. 13

북한이탈주민을 한 심리상담가 교육을 통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

심리, 정서 인 응과 정착을 돕기 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서울 YWCA를 비롯한 2-3개 지역 YWCA에 심리상담실을 시범 으로 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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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강 의 명 강 사

10월 25일(목)

오리엔테이션

YWCA 통일운동과 여성의 역할

그룹과제

장미란 원

11월 1일(목)

+오

다름에 한 이해․더불어 살기

남북한 사회통합에 하여
윤인진 교수(고려 사회학과)

11월 8일(목)
북한 바로 알기(사회와 문화 등)

북한여성의 삶 이해하기
임순희 연구원(통일연구원)

11월 15일(목)
독일통일 이후의 여성의 삶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응하기

복희 연구원(아태평화재단)

유선음(북한이탈주민)

11월 22일(목)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제 Ⅰ

[공동워크샾Ⅰ]통일여행계획짜기

박성애(북한이탈주민후원회)

Grouping

11월 29일(목)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제 Ⅱ

[공동워크샾Ⅱ] 북한요리 만들기

박성애(북한이탈주민후원회)

Grouping

12월 7일( )-8일(토)

+숙박교육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제 Ⅲ

그룹토의

[공동워크샾Ⅲ] 북한이탈주민과함께

윤명선 원장(공동체문화연구원)

12월 13일(목)
종합정리 그룹별 발표

수료식
우택 교수(연세 의 )

(3) 5부 지역별 시범교육: 2001. 하반기

1차 국단 의 시범교육을 경험으로 5부 지역별 표 YWCA를 심으로 지역

의 회원, 일반시민(주부)을 상으로 상담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담 자원활동

가를 배출하고 실제 각 지역 장에서 보다 구체 이고 지속 인 북한이탈주민 지

원을 한 자원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4) 북한이탈주민 한 상담활동 자원활동

상담원 교육 수료자들이 실제 각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상의 상담활동

을 개하며, 상담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그들의 요구를 참고한 다양한 자원활

동(학습지도, 직업교육, 직업알선, 육아/탁아, 클럽활동 등)의 모델을 발굴, 발 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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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종합보고회 자료집 제작

북한 바로 알기 상담 자원활동 보고회를 통해 사회통합교육의 요성을 극

알리고, 상담 자원활동 사례발표,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돕기 자원

활동을 보다 리 홍보하고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을 돕는다. 한

1년 동안 YWCA와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받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연말모

임을 통해 사회문화통합의 자리를 마련한다.

(2) 민족화해 력범국민 의회 여성 원회

[2001 사업계획]

1. 남남 화의 지속 추진

1) 민족화해를 여는 여성포럼의 개최

① 여성 지도자를 심으로 여론형성에 직 기여함을 목 으로 함.

② 1차 포럼은 남측 정당 단체공동회의 여성부문회의의 일환으로 3월 15일

경에 추진

③ 2차 포럼은 7월 말 경에 통일맞이 축 시기에 추진

2) 여성평화한마당

① 6.15 일주년 기념행사 시기에 여성 문화행사로 추진

② 북과 의 하에 공동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③ 각 단체들의 평화 통일 련 사업성과를 총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④ 일정 : 6월 12-14일경

내용 : 남북 음식축 / 남북공동 여성학술토론회/ 여성문화한마당

3) 여성통일교육

① 여성들을 한 용 통일교재 '여성들을 한 통일이야기'발간

② '북조선 여성 알기'의 일환으로 북한여성 화 시사회 개최

③ 각 회원단체 각부들 심으로 통일기행과 여성통일 강연회 지속 개최

4) 남북 여성교류사업

① 민화 여성 에 주요 여성단체들 망라되어 있는 만큼 향후 민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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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를 심으로 북교류사업을 극 추진하도록 한다.

② '북한여성돕기'와 '남북공동 여성평화한마당'을 주요 북사업으로

극 추진한다.

③ 북한여성돕기는 생필품을 심으로 지속 인 캠페인을 개하여 각 단

체의 성과를 여성 로 집 시킨다.

④ 많은 단체들이 개별 으로 북사업을 개하는 실을 감안하여 최

한 민화 여성 를 심으로 여성교류가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역할을

높임.

5) 강산, 백두산 평화기행

① 여성 원회 친교와 단합 통일교육 로그램 개발

② 10월경 여성 회원단체 간부를 심으로 백두산 통일기행 추진

(3)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교육사업]

○ 평화교육

문성 강화를 한 내부교육활동과 일반시민들의 평화의식확산을 한 다양한

교육활동. 평화기행, 여성평화아카데미, 21세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갈

등해결과 용 훈련 로그램, 통일 비 여성지도력 훈련, 평화통일의식 확산을

한 순회강연 등

○ 통일교육과 사업

북한여성과 어린이 지원활동,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모색 비, 남

북여성교류를 한 활동. 여성평화통일포럼, 어린이통일인형극, 여성통일강좌 등

○ 정책제시활동

여성평화운동에 한 이론과 방안 정립 워크샵, 국방,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정부

의 정책 평가와 여성의 참여확 정책제시, 일미신방 력지침 등 일본군사 국

화에 한 항의활동, 토론회 쟁방지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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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군축활동

'5.24 평화와 군축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 평화와 군축 문가 워크샵, 군비축

소에 한 토론회, 10억의 가난한 사람들을 한 부채탕감운동 개, 국정감사 국

방 원회 모니터 활동

○ 국내연 활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 력범국민 의회,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 한국지

뢰문제 책회의,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MD 지와 평화실 공동 책 ,

통일교육 의회 등

○ 국제연 활동

국제평화단체와의 네트웍, 한반도 평화문제의 국제화, 국제평화 련회의 참여,

ASEM 2000 민간포럼 평화분과 활동, 국제여성평화 심포지움 개최

○ 병설기 :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여성평화운동에 한 이론과 방안 연구, 여성평화의식 확산을 한 다양한 연구

활동. 연구총서 '여성과 평화' 발행, 여성통일의식 조사사업 등

[여성평화아카데미]

평화여성회가 집 하는 평화교육 로그램으로 1999년에 시작되었다. 주로 에는

10주 동안 주 1회의 평화에 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강의 심으로 진행하고, 가

을에는 2박3일의 숙박 로그램을 통해서 주제에 한 강의와 질의, 응답과 토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을 진행한다. 함께 하는 로그램으로

는 명상, 평화지수 측정하기, 평화의 으로 반평화와 폭력 화 뒤집어 보기 등이

다. 참여자들은 업주부 등 일반여성들 보다는 주로 여성운동, 평화운동 단체의

실무자들, 학원 학생들이다.

◇ 1999년 (1회) ◇

1. 교육의 취지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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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환기에 필요한 평화여성지도자를 양성하여 여성지도력을 갖춘다.

②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극 으로 만들어 가고 반평화 인 폭력구조의 실

을 변화시켜 가는 데 주도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문인력을 훈련․

연습한다.

③ 여성평환 문인력을 지속 으로 확보함으로써 평화의식 확산과 타단체의

평화 로그램 개발 진을 도모한다.

2. 교육내용

○ 제1기 1999년 상반기

(1) 평화개념의 변천과 한반도 여성의 실

(2) 우리의 실과 평화철학

(3) 쟁의 양상과 군축

(4) 군사주의와 여성

(5) 문화에 나타난 평화의 표 방식과 허구성

(6) 평화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을 한 방식과 방안

(7) 북한체제 주민의 의식구조와 남북한 화해

(8) 북한여성의 삶과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9) 21세기 평화운동의 주요 심과 방향: 여성들의 평화운동으로 21세기를

(10) 갈등해소 자기통제 방법 평화 가치 내면화 훈련

○ 제2기 1999년 가을 (2박3일 숙박 로그램)

강의: (1) 여성과 평화운동

(2) 세계 여성평화운동의 황과 21세기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3) 용 : 갈등의 평화 해결을 한 도덕 명령

(4) 한반도 냉 구조 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5) 미사일 방어망 구축(TMD)과 한반도

(6)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 화해

(7) 인간 계와 의사소통

아침명상: “나는 평화를 불러오는 존재인가?”를 화두로 하여 명상하기

밤명상: 명상훈련과 몸체조를 통한 평화의 심성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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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으로 화보기: “아메리칸 히스토리 X"

인종차별 통한 감과 분노가 어떻게 자신과

가족을 괴시키는가를 평화의 에서 본다.

◇ 2000년 (2회) ◇

1. 취지와 목

① 유엔이 지정한 ‘2000년 세계평화문화의 해’와 2001-2010년 ‘세계평화문화와

어린이들을 한 비폭력 10년’을 맞이해 평화문화 정착을 실천하는 인력을

훈련하고 개발한다.

②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극 으로 만들어 가고 사회 반의 반평화 폭력구

조를 변화시키는 데 주도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훈련한다.

③ 여성주의 에서 평화운동을 개할 수 있는 문인력의 토 를 구축하

며 평화 문인력을 지속 으로 확보함으로써 평화의식 확산과 타단체의 평

화 로그램 개발 진을 도모한다.

2. 교육내용

○ 제3기 “평화를 함께 만드는 기쁨” (2000년 상반기)

주제 1: 왜 평화를 말하는가?

(1) 21세기 평화의 문을 열며: 평화개념과 평화철학

(2) 세계평화운동의 발자취

주제 2: 평화와 통일

(3) 지구화와 세계군사화

(4)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미래

(5) 평화의 에서 통일운동 보기

주제 3: 평화와 인권

(6)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

(7) 반평화 피해자의 목소리

주제 4: 평화와 여성

(8) 군사주의, 그리고 여성

(9) 일상의 반평화와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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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여성평화운동은 어디로: 평화단체활동가들과의 담

○ 제4기 “여성․평화․그리고 일상” (2000년 11월 25일)

강의: (1) ‘여는 강의’ 여성의 목소리로 평화 말하기

(2) 주한미군, 여성에게 무엇인가

(3) 평화와 젠더(gender): 일상의 공포정치, 여성에 한 폭력

(4) 우리 안의 반공주의 회로 읽기

(5) ‘빠르기’가 강요하는 반평화와 억압: 속도와 평화

특강: ‘평화의 리즘을 통해 본 최근 남북 계’

로그램: (1) 모둠별 창조시간(칸타스토리아), 모둠별 칸타스토리아 발표

(2) 화로 말하는 평화 이야기, 여성평화의 으로 화 틈새 가기

(American History X, 침묵에 한 의문, fighting club, 진실,

인권 화제 다큐멘터리 등에서 2편 선택)

(3) 어울마당: 다른 와 나의 만남

(4) 갈등! 조와 해결의 길을 찾아서(갈등해소 로그램)

◇ 2001년 (3회) ◇

○ 제5기 (2001년 )

1. 분단과 여성, 그리고 통일과정 / 정 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 표)

2. 기지 매매춘과 여성인권 / 김 선 (새움터 표)

3.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 표)

○ 제6기 (2001년 가을, 2001. 10. 10～31)

1. 환기 북한사회와 여성주체 / 이김 숙 (평화여성회 상임 표)

2. 새세 북한 여성들의 성과 사랑 / 김혜 (숙명여자 학교 강사)

3. 변화하는 북한, 가족과 결혼 / 박 선 (이화여 사회학과 강사)

4. 남북한 여성의 차이의 수용과 통합을 한 모색

/ 정 백 (평화여성회 공동 표, 성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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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여성단체연합

[ 요운동-통일․평화운동]

여성연합은 민주화와 더불어 민족자주화와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요한 사업으

로 설정해왔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근본 인 모순이 민족분단이며, 이로

인한 민족 자주성 침해, 쟁 , 과도한 군사비, 군사독재, 언론․결사․사상의

자유 침해 등이 이와 연 되어 있다. 여성연합은 소수의 지배집단을 제외하고는

국민 모두가 분단의 피해자이며, 한국 여성이 당면한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반드시 분단구조를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이루기 한 실천 활

동을 해야한다고 인식했다.

○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만난 최 의 민간여성교류

1991년 11월과 1992년 9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운동에 획기 인 사건이었다. 여성연합은 당

시 상황에서 남북교류가 성사되기 해서는 제3국에서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평

화나 여성에 한 주제를 가지고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 하에 제1

차 회의를 동경에서 개최하고, 이어 2차, 3차 회의를 서울과 평양, 그리고 4차 회

의를 동경에서 개최했다. 특히 서울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700여명의 각계각층

여성들이 2일간의 공개 토론회에 참여하여 남한, 북한, 일본 표들의 발제를 들

었고 문화행사를 통해 서로 우애를 나 었다.

○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일본군 ' 안부'문제 책활동

이 운동은 기 교회여성단체연합이 시작하여 여성연합과 힘을 합쳐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를 결성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사죄 등을

요구하며 92년 1월부터 시작한 수요시 는 매주 수요일 일본 사 앞에서 22개

회원단체, 30개 력단체들이 돌아가며 주 하고 있다. 2001년 12월 5일 487차까

지 진행되었으며, 여성인권과 평화교육의 살아있는 장으로 상징되고 있다. '

안부' 문제에 한 책임자 처벌을 해 개최한 <2000년 일본군 성노 범 국제

여성법정>에서는 일왕 히로히토와 일본 정부에 유죄 결을 내렸고, 2001년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최종 결에서도 일본정부에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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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한 배상을 요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평화군축과 통일운동

여성연합은 통일․평화 운동의 주요사업을 평화군축에 두고, 1990년부터 정부의

방 비 산 삭감운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체 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과도한 방 비 지출을 여 체 산의 6.4% 수 에 불과한 사회복지비를 증액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91년에는 '방 비 삭감을 한 여성연 '를 결성하고

방 비 문제를 여론화시켰다. 1989년 문익환 목사, 임수경씨의 방북으로 고양된

통일운동에도 극 으로 참여하 다. 3․1 기념 범민족 회 비회담에 이효

재, 박순경, 안상님 3인을 견하 고, 90년에는 임수경 석방운동, 91년에는 "걸

쟁과 한국군 병을 반 하는 어머니모임" 결성 홍보활동, 92년에는 여성복

지 확 와 방 비 삭감을 한 결의 회, 93년에는 여성통일마라톤 회, 94년에는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를 반 하는 여성결의 회, 95년에는 8․15 50주년을 기념

해 '민족공동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민족공동행사의 하나로 '일본군 사죄 배상

구를 한 여성한마당'을 개최하 다.

○ 북한에 한 인도 지원과 남북민간교류

북한여성과 아동에 한 인도 지원활동도 이어졌다. 98년에는 <북한여성과 밥

나 기․사랑나 기>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조선여성 회'에 분유 26톤을 보냈

으며, 2001년 <북한의 산모와 아동에게 '내복 보내기'> 운동을 개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북 민간교류가 활발해졌고, 여성연합에서는 2000

년 북한조선노동당 55주년 기념행사, 2001년 6.15 강산 민족 토론회, 8.15 민족

통일 축 등에 극 참여했다. 특히 8.15 민족통일 축 에서는 남북여성통일토

론회를 개최하여 남북여성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

에는 아 간의 미국에 한 테러와 미국의 보복 쟁을 계기로 세계평화를 하

는 테러와 쟁반 를 해 22개 여성단체가 연 하여 '반 평화여성행동'을 결

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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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여성단체 의회

[ 장년층 여성통일교육]

○ 일시 : 12. 20(목) 오후 2시

○ 장소 : 본회 2층

○ 일정

14:00～14:10 인사말 - 은방희(본회 회장)

14:10～15:10 교육 I - "북한의 가족과 여성"

/ 홍욱화 (본회 ' 장년층 통일교육 교재' 집필진)

15:10～15:20 휴식

15:20～16:20 교육 II - "북한의 교육과 문화"

/백귀순 (본회 ' 장년층 통일교육 교재' 집필진)

16:20～17:00 체토론

※ 자체 으로 제작한 ' 장년층 여성, 나는 통일을 이 게 생각한다' 인터뷰

상 등 참여․토론식 교육으로 진행

2) 통일교육원의 여성통일교육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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