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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의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통일의지 및 관련 능력 함양은 실

질적 통일준비의 주요한 요소로, 통일시대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통일교육 컨텐츠 개

발 4차년도 연구에서는 통일교육협의회 산하 민간단체와 민족화해협

력범국민협의회 통일교육네트워크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통일교

육 프로그램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존 사

회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일교육과 접점을 형

성하는 다양한 관점 및 교육실천을 수렴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다. 교육의 내용 및 가치를 기준으로 민주시민교육, 갈등해결

교육, 다문화교육, 인문학교육 등 네 개의 내용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두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평가하고, 교육 프로그

램 실행 시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과 교육자료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통일교육,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민주시민교육, 갈등해결교육,

다문화교육, 인문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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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Development for Unification Education Ⅳ:
 the State of Education on Unific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Cho, Jeongah et al.

Cultivating nation’s will to realize unification and related competencies 
through reinforce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is essential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having great significance as a long term strategy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age of unification. Hence, the 4th year study of ‘Content 
Development for Unification Education’ analyzed the state of education 
programs on unific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Council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groups that participate in unification 
education’s networks of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it also sought to improve the programs of those two groups. Based on 
evaluations of existing educational programs on unification, the study also 
developed program model for unification education which can be combined 
with related perspectives and educational practices. Dividing the field of 
education into four areas such as democratic civic education,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ities education, the 
study developed, implemented, and evaluated programs that combine 
unification education with each area of education for each target group.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be utilized in implementing the programs.

Keywords: Unification Education, Contents Development for Unification 
Educa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Humanities Educat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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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통일교육의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통일의지 및 관련 능력 함양은 실

질적 통일준비의 주요한 요소로, 통일시대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은 정부

의 통일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우리 사회 내

에 존재하는 통일 및 북한 관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통일교육은 그 자체를 통해 남북 간의 정치적 통

일을 이룩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제도적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써 통일을 촉진하거나, 통일에 이르는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고 

동질성의 기반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 통일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의 질과 통일과정의 가속도는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역량에 좌우

되고, 통일역량은 제대로 된 교육에 의해 함양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

교육이 없이는 통일의 궁극적 지향점인 ‘사회의 통합’과 ‘사람의 통합’

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의 필요조

건이 된다.1

통일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들 

사이에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적, 내용 면에서의 큰 편차가 나타났고,

이는 통일논의와 통일교육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

도 하였다. 최근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었지만,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통일교육과 연계되면서 민·관 통일교육 거버넌스 체

1_조정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연구원 개원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2014.4.8), pp. 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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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나아

가지는 못하였다. 통일교육 담당자나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는 몇 개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민간 통일교육기관은 특성화되지 않은 유사

한 내용과 형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민·관·학 

통일교육 연계 강화와 시민사회의 수평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통

한 새로운 협력양식의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

일교육 자원과 전문성의 공유를 통해 사회통일교육의 수준을 심화시

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4차년도 연구에서는 통일교육협의회 

산하 민간단체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통일교육네

트워크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분석하

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일교육 프

로그램을 교육 목표,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로 분

류하고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일교

육과 접점을 형성하는 다양한 관점 및 교육실천을 수렴한 통일교육 프

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모델을 참조

하여 개별 교육기관이 교육 환경과 자체 역량에 맞게 최적화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교육의 내용 및 가치를 기준으

로 네 개의 내용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두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시행, 평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실행 시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과 교육자료를 제시하였다.

통일교육 프로그램 내용영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통일교육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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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통일 전후의 사회통

합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회

적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통일교육의 목적

은 통일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며, 통일역량의 핵심은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내구력’이다. 예를 들어 차이의 수용능력, 평화적 갈등

해결능력, 민주적 의사소통능력, 건전한 시민의식,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 통일미래에 대한 성찰능력 등은 통일역량의 주요한 구성 요소

가 된다. 그러나 현재 통일교육은 대부분 통일과 남북관계, 북한에 관

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교육 대상자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당위론적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갈

등해결교육 등 통일교육과 일정한 부분에서 교육 목표와 가치를 공유

하는 교육은 통일교육과 별개로 취급되어 왔다.

이에,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통일교육 내용 영역의 재정립

이 필요하며,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내용

을 북한 및 통일문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남북한 사회통합에 필요한 

민주적, 관용적 사고와 태도, 정서를 함양하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시민교육, 평

화교육, 다문화교육 등 통일교육과 교호하는 교육을 포괄하면서 특성

화된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의 범주를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성

이 연구에서는 통일능력의 함양과 관련된 여러 교육 분야 중 민주시

민교육, 갈등해결교육(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인문학교육 등이 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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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과 내용 면에서 통일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각 영

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통일교육

에 이를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네 개 영역

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통일역량 및 교육 대상

은 다음의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분야별 통일역량 및 교육 대상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결합모델 갈등해결교육과 통일교육 결합모델

∙통일역량

- 공동체적 가치: 통일 이후 민주

적인 공동체 형성과 사회 통합

- 평화적가치: 다양성과인권존중

- 참여적가치: 통일주체로서시민

의 능동적 참여

∙통일역량

- 공존과 협력

- 다양성과 관계성, 공정성

- 협력과 공존의 인지, 정의, 기술

∙교육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교육 대상

- 직장인

- 탈북 대학생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 결합모델 인문학교육과 통일교육 결합모델

∙통일역량

- 다양성: 인정, 관용, 수용

- 관계: 공감, 소통, 협력

- 공정성: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

∙통일역량

- 자아와 관계성에 대한 성찰

- 고통의 감수성, 소통과 치유

- 통합성

∙교육 대상

- 고등학생(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남한)

- 대학생(해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남한)

∙교육 대상

- 일반 성인

- 북한이탈주민(성인, 청소년)

- 대학·대학원생(북한학, 문화콘텐

츠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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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일교육 현황 분석 및 평가 부분은 연구보고서 1권에, 네 개 

분야에 걸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결과는 연구보고서 2권

에 정리하였다.

3. 연구 방법

사회통일교육 현황 분석 부분에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

협의회,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의 협조를 통해 현재 통일교육 실태 

및 민간단체의 2013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

히 수년에 걸쳐 꾸준히 전문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각 단체의 통일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각 

단체의 고민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네 개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또 한 차례의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간 통일교육 활동가들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다.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서는 통일교육 관련 연구진 이외에 

사회교육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와 민주시민교육, 갈등해결교육, 다문

화교육, 인문학교육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와의 공동 작

업을 통해 각 분야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평가하였다. 프

로그램 개발 전에 전체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일

반적 절차와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각 부문의 연

구참여자가 전문성과 강점을 살려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민주시민교육 영역은 인생나자작업장, 갈등해결교육 영역은 평화를 만

드는 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다문화교육 영역은 한양대 글로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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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원, 인문학교육 영역은 통일디자인연구소에서 각각 프로그램

을 개발, 실시하였다.

각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다.

- 민주시민교육: 이현정(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김지수(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장대진(서울천왕초등학교)

- 갈등해결교육: 김선혜(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아(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다문화교육: 김윤영(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이향규(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 인문학교육: 전영선(통일디자인연구소)

이병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프로그램군 구성방식은 특정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정한 학습자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 기관에서 잘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과 대상을 선별하여 운영하는 다중전문화방식을 적용하였다. 단, 전체

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각각의 연령층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군 구성 방식은 

다음<표 Ⅰ-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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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Ⅰ-1 통일교육 프로그램군 구성 방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민주시민교육

갈등해결교육

다문화교육

인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한 차례의 중간 워크숍을 통해 전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실행시의 유의점 및 평가 기

준을 공유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절차와 평가 기준

은 전체적인 틀을 참고하되, 각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별로 

적절한 평가방법 및 문항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전체 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가 완료되고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였다.





Ⅱ.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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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2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

교육으로 구분된다. 학교통일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의

미하는 개념이다. 사회통일교육이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을 지칭하는 것으로, 성인을 위한 사회통일교육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학교교육과 관계

된 성인, 즉 교사나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학교통일

교육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3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이외의 사회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학교통일교육 또는 

청소년통일교육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 즉 학교 안이냐 학교 밖이냐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구분한다.

현재 통일교육 체계는 크게 학교통일교육 부문과 사회통일교육 부

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양 부문 공히 정부가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정부 조직 중에도 통일부가 전

반적인 통일교육 정책을 수립·조정·종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통일교

육 체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 조직 중에서 통일부는 통

일교육의 전반적 방향성 및 내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회통일교

육 부문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2_이 절의 내용은 조정아 외,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사업 효율화방안,” 기획재정부, 2014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분야 보고서 (세종: 기획재정부, 2014)를 요약·

보완한 것이다.
3_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나 학생 등과 같은 학교관계자에 대해 통일교육원 

및 사이버강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학교통일교육”이라는 과정명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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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지도·

관리 및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한다. 학교통일교육 부문에서는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반영하여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

교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총괄한다. 현재의 통일교육 체계는 다음<그림 Ⅱ-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Ⅱ-1 통일교육 체계

학교통일교육

교육부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등

기타

민간

단체

18개

지역

통일

교육

센터

통일

교육

협의회

산하

63개

단체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각급학교

대학통일교육협의회

사회통일교육

통일부

통일교육원

2. 통일교육 주요 주체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업무는 크게 강좌 형태의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관련 행

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과,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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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통일교육을 지도·지원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다른 통일교육 주체

와의 네트워킹에 있어 특히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협의회 및 산

하단체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

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

다”)의 규정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된 법정기구이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 간의 협의기구로, 통일교육지

원법에 의해 단체운영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 통일교육

협의회 연대 사업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된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

는 형태로 소속 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통일교육협의회에서

는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① 통일교육에 관한 조

사 및 연구, ②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③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⑤ 통

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⑥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여섯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본부 사업과 분과위원회 

사업, 지역협의회 사업 등 협의회 중앙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이외

에 소속 단체별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관

련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국

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2004년 부산과 광주 

등 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전국의 시·

도별 각 1개, 경기도 2개 등 16개 시·도에서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위원협의회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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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운영되고 있었으나, 2012년부터 양 제도의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통합운영되고 있다. 즉 2012

년부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운영 주체를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로부터 지역통일교

육센터 지정신청을 받아 별도의 심사 없이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장이 2년 임기로 위촉

이 되면, 이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기관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이외에도 통일교육

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 일부는 민화협의 통일교

육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통일교육 관련 업무는 장학협의회 운영, 인터

넷 통일학교 운영, 각 학교의 통일·안보교육 활성화, 계기교육 운영 지

원 등이다. 이중 학교통일교육지원협의회는 2001년에 전국 시·도교육

청의 통일교육 담당 장학사와 지역교육청 장학사로 구성한 통일교육 

장학협의회를 발전시킨 것으로, 연 2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학교통일

교육 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은 주로 해당 시·도교육청과의 관계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 위임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

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도·지원과 같은 실행업무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지도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는 통일교육 관련 교과교육 및 교과 외 기타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통일부나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차

원의 통일교육 관련 행사 참여 독려, 교사 통일연수 참가자 모집 등은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 학교별로 공문으로 전달되고, 각 학교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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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정부 부처나 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부터는 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자료 제공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연수원도 시·도교육청의 지도 하에 연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요청

을 수합·검토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연수대상자를 직접 추천받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과의 연계체제는 주로 정부 내, 즉 통

일부와 교육부 사이의 업무적 연계 위주로 구축되어 있다. 통일교육 

지침 전달, 교육과정안 검토 등 교육의 방향성 및 내용 설정과 관련된 

협력 이외에, 통일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일문화행사나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의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하고 홍보하는 일이 통일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 체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4년 5월에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공동실시, 교원사이버연수 콘텐

츠 공동사용, 통일대비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통일교육주

간 계기교육 확대실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4

사회통일교육에서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통일교육은 2000년 12월에 

조직된 통일교육협의회 및 산하단체와 2004년부터 지정된 지역통일교

육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통일교육을 실시

4_2011년 이후 통일교육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교육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이 증

가하였다. 2014년 6월 현재 경기도, 지방행정연수원, 한국교총, 한국방송공사, 한국방

송통신대학, 서울대 인문대학, 숭실대 등 총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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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민간 주체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서 전문화된 영역을 특화시켜오

면서 꾸준히 통일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성장해왔다. 이

들은 민간단체 간의 자체적인 교류와 함께 ‘통일교육협의회’와 같은 협

의체를 결성하여 각자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정부와의 관계 및 내부 단체 간 의견 충돌로 인해 통일교육협의회 소

속 19개 단체가 탈퇴하는 등의 갈등을 겪으면서 통일교육협의회의 개

편 및 기능 강화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산

하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은 최근 몇 년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 방향성을 둘러싼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갈등과 이로 인한 회원단체 수의 감소, 회원단체 구성의 변화 등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통일교육과 연계되면서 민·관 통일교육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일교육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나아

가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민간단체 중

에서도 특히 통일교육을 조직의 중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거나 통일

교육 담당자나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는 몇 개 단체는 비교적 장기간의 

통일교육 경험의 누적을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성, 연속성, 질적 우수성

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라고 명명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단체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정부 내 부처간 협업체계는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

육이라는 두 부문이 긴밀하게 연계된 체계라기보다는,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체계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사안

별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띤다.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

교육과의 연계체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기관과의 사회통일교육 부문은 민간단체가 협의체를 결성하여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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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일부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

하고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쌍방향적인 활발한 소통을 통해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Ⅲ.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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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와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참가 단체의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36개 단체에서 진행된 87개 통일교육 프로그램

을 살펴보았다. 이 중 통일교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는 31개이며, 그중

에서 4개 단체는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에도 참가하고 있다.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에만 참가하고 있는 단체는 5개 단체이다.5

1. 프로그램 유형별 실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만큼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또한 하나

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지닌다. 이들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기

는 어렵다. 대상 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은 초등

학생부터 성인까지 연령별로 다양하다. 또한 특정한 소수 전문가를 위

한 것,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 불특정 대중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

질 수도 있다.

프로그램 실시 기간 면에서도 하루에 진행되는 세미나도 있고, 며칠

에 걸친 캠프, 몇 달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강좌 등 다양하다. 어떤 

프로그램은 수년간 지속되는 반면, 어떤 프로그램은 일회성에 그친다.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일회성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행 단체의 안정적인 기반과도 관련된다.

프로그램 운영 단체의 규모가 크고 활용가능한 자원이 충분할수록,

5_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참가 단체 중 일부 단체의 교육실적은 조사과정에서 누락

된 것이 있어 실제로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참가 단체의 실적은 실제 실시된 것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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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일운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을수록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도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의 전달에서부터 통일과 공존에 대한 태도의 변화나 안보에 

중점을 둔 것까지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이 글에서는 현행 사회통일교육을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라, 연속

강좌 유형,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 캠프 및 기행 유형, 공모전 및 행

사 유형으로 구분한다. 교육의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연속강좌 유형’

은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 2회 이상 몇 개월 간 교육

의 지속성이 유지되는데 비해, 그 외 유형에서는 교육이 일회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정도를 중심으로 보면, 연속강좌 유형

이나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에서는 주로 교육자나 강사의 주도에 

의한 강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은 비교적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캠프 및 기행 유형’에서는 교육자와 학습자, 학습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다. ‘공모전 및 행사 유형’

의 프로그램은 행사의 성격과 내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 양

상을 보여준다.

최근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기행 또는 견학 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강연 및 포럼을 결합하는 프로그램 유형이다. 이 유형은 최근 증대하

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이나 하루 일정이라도 기행 및 견학의 현장교

육성을 살려서, 강연이나 포럼의 딱딱하고 건조한 교육양식에서 다소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다. 전문가에 의한 집중교육의 기능과 체험학

습이나, 교육자-학습자 및 학습자 상호 간 상호작용을 결합하려는 시

도들이다. 본 장에서는 이를 캠프 및 기행 유형에 포함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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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속강좌 유형

연속강좌 유형은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나 실무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강의나 기타 형식의 교육을 진행

하는 방식이다. 강좌유형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의 공유나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효과적이다.

또한 2회 이상의 연속강좌 형태의 교육을 통해 주제 분야에 관한 폭넓

은 지식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연속강좌는 통일교육의 범위에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관

련 실무자들이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

를 목적으로 한다. 대개 강의와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강

좌의 의사소통방식은 보통 강사가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연속강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강의가 일정 시간 진행될 수 있는 물

리적인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구성 능력과 북한·통일문제

에 대한 전문가 풀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교육 

기간에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므로, 일반

적으로 재정 상황이 안정적인 단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가운데 연속강좌 형태로 분류될 수 있

는 유형의 주관 단체 및 프로그램명은 다음<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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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1 2013년 연속강좌 유형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번호 주관 단체 프로그램명 소속 협의회

1 경실련통일협회
25기

민족화해아카데미

통일교육협의회·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2 〃
광명

민족화해아카데미
〃

3 〃
콕스 2030

리더십체인지 과정
〃

4 세계평화여성연합 여성평화아카데미 〃

5 어린이어깨동무 피스리더아카데미 〃

6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4기
〃

7 교육복지연구원 통일인문학강좌 통일교육협의회

8 통일교육연구원 화요시민강좌 〃

9 평화한국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평화와

통일아카데미

〃

10
NGO 북한문제연구

협의회(부산)
한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 〃

11 한국YWCA연합 길 위의 평화학교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위의 표에서 보여준 2013년 각 기관에서 수행한 사회통일교육 유형

의 교육 목표, 교육 기간,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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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통일협회(25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교육 목적

- 문화경협을 융합하여 실사구시적 전문 교육 강화

- 남북 간 사회문화 비교분석으로 상호 괴리감 감소

- 남북경협 현안 진단 및 남북교류협력의 방향 제시

◦교육 기간: 2013년 10월 17일∼ 12월 5일(총 8강)

◦교육 대상: 각급 기관 및 기업 임직원, 시민, 학생 등

◦교육 인원: 총 211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차시 일시 주제 강사

1강 10.17.
남북문화의 차이와 거리

-언어 중심으로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강 10.24. 독일통합과 문화후유증 김면(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3강 10.31.
남북문화의 차이와 거리

-가치관 중심으로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4강 11.6. 시로 보는 북한문화 이야기 이지순(북한대학원대)

5강 11.14. 금강산관광남-북의동상이몽 심상진(경기대 관광경영학과)

6강 11.21.
개성공단 과거와 미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다

김광길(변호사, 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7강 11.28.
DMZ 평화공원과 남북경협정

책 분석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8강 12.5. Made in 남북경협 2.0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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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실련통일협회(광명 민족화해아카데미)

◦교육 목적

- 통일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에 통일교육 기회 제공

- 남북관계 현실적 고찰을 통한 통일인식의 확대

- 실사구시(實事求是)적 대북관 확립으로 소모적 갈등 해소에 기여

- 지역순회 아카데미의 운영으로 통일논의의 장 확대

◦교육 기간: 2013년 10월 29일∼ 12월 3일(총 6강)

◦교육 대상: 각급 기관 및 기업 임직원, 시민, 학생 등

◦교육 인원: 총 152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차시 일시 주제 강사

1강 10.29. 통일, 지역의역할은무엇인가?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2강 11.5.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3강 11.12. 박근혜-김정은체제의한반도 백학순(세종연구소)

4강 11.19.
경제협력 퍼주기인가?

상생인가?
김영윤(남북물류포럼)

5강 11.26. 북한 사람도 웃으며 살까?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6강 12.3. 민족화해와평화정착을위하여 김근식(경남대)

(3) 경실련통일협회(콕스 2030 리더십체인지 과정)

◦교육 목적

-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2030세대의 관심과 흥미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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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육성 및 자발적 프로그램 

기획·운영

-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한 통일동행 추구

◦교육 기간: 2013년 3월 31일∼ 6월 2일(총 9강)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차시 일시 주제 내용 강사

1강 3.31. 콕스 OT 콕스 과정 설명 및 동기부여

2강 4.3.
수요집회

참석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참여해 평화 활동에 동참

3강 4.14.
하나를 위한

둘의 노래

접경지역에관한풍부한자료

를바탕으로민족문화에대한

넓은인식과국경에대한개념

을 재정립함.

최범산(작가)

4강 4.21.
전쟁과

평화

전쟁기념관과 평화박물관 양

극에 있는 기관을 방문해 관

람함으로써전쟁과평화의의

미를 되새김.

5강 4.28.

새로운

통일운동

방향

지금 20대는 통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설명을해줘야

하며이러한방향으로통일교

육이 이루어져야 함.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6강 5.5.
2030 활동가

만남

평화연대 활동가의 생생한

이야기를통해평화의중요성

을 인식하는 자리를 마련함.

공웅재(어린이어깨

동무)

김태언(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7강 5.12.

동북아

국제질서와

안보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가속됨

에따라우리에게가장필요한

역할이무엇인지에대한고민

과동북아균형자로서의방향

을 제시함.

이정우(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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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일시 주제 내용 강사

8강 5.19. 특강
남북관계가 나아갈 방향과

2030세대의 역할 제시
김근식(경남대)

9강 6.2.

콕스파티:

2030 평화,

통일, 북한

테이블토크

콕스 마지막 과정으로 2030

이주도적으로평화, 통일, 북

한에관한발표와테이블토크

를 통해 능동적인 참여를 유

도함.

(4) 세계평화여성연합(여성평화아카데미)

◦교육 기간: 2013년 9월 25일∼ 12월 11일(총 12강)

◦교육 대상: 참석을 희망하는 여성 누구나(선착순 접수)

◦교육 인원: 3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차시 일시 주제 강사

국제

정세

1강 9.25.

개강식 및 강의:

UN의 역할과 세계 평화
박흥순(선문대)

EU의 변화와 국제질서
홍기준(경희대 평화복지

대학원)

2강 10.2.

오바마미행정부의대외정책및

한반도 정책
김영호(국방대)

이슬람세계의동향과국제정세 이원삼(선문대)

3강 10.16.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정세 김호성(극동대)

국제금융과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장민수(선문대)

4강 10.23. NGO의 역할과 기능
박상필(성공회대 NGO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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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시 일시 주제 강사

통일

정세

5강 10.30.
북한여성의경제활동과주민일탈 박현선(이화여대)

북한문화 이해와 통합의 해법 노혜경(북한문화전문가)

6강 11.6.
국제질서 속의 북핵문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21세기, 여성시대 도래 문난영(세계평화여성연합)

7강 11.13.
러시아와 한반도 통일문제 우준모(선문대)

통일사상적관점에서본남북통일 윤정로(천주평화연합)

8강 11.20.
통일한국의 비전과 미래상 황인태(국제평화연구소)

북한실상과최근남북관계동향 김영희(한국정책금융공사)

비전 9강 11.25. 비전아카데미 최병일(경희대)

여성

정치

10강 11.27.
여성정책개발의 과제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

구원)

여성과 지방자치제도 오수길(고려사이버대)

11강 12.4.

여성 의회 의원에게 듣는다. 김수자(중랑구의원)

한국정치 상생의 길
이상근(한반도통일평화

포럼)

12강 12.11.

여성의정치참여와여성정치인

의 역할
조희원(경희대)

수료식

봉사
12.5.

~ 8.
해외연수(봉사활동, 자매결연, 문화탐방)

(5) 어린이어깨동무(피스리더아카데미)

(가) 피스프레스 ‘한반도 역사의 현장을 취재하다’
◦교육 기간: 2013년 4월 13일∼ 5월 11일 매주 토요일

(5월 4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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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어린이 

◦교육 인원: 16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글쓰기 프로그램

- 강사: 남경완(어린이어깨동무 회원, 기자·작가)

(나) 피스디베이터 ‘나의 평화·우리의 평화를 이야기하다’
◦교육 기간: 2013년 8월 5일, 7일, 9일, 12일, 14일(총 5강)

◦교육 대상: 어린이 

◦교육 인원: 16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토론 프로그램

- 강사: 이영근(양정초)

(6)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대학생 통일아카데미 4기)

◦교육 기간: 2013년 4월 30일∼ 5월 21일 

◦교육 인원: 18명(멤버쉽 운영)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차시 일시 내용 강사

1강 4.30.

∙마음열기: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1강: 대학생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통일이야기

김근식(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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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일시 주제 강사

2강·
3강

(캠프)

5.4.

~

5.5.

∙2강: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

∙3강: 리빙 라이브러리: 사람책을

빌려드립니다!

* 사람책 4명

- 흥사단 대학생 아카데미의

역사와 오늘

- 통일을 위한 사회통합 방향과

교육을 통한 통일준비

- 중국, 어디까지 가봤니?

(중국의 변화와 오늘)

- 100여 차례의 평양과 북한 방문

이야기

방대욱(다음세대재단)

이윤배(순천향대)

정용상(동국대)

오규열(서울디지털대)

이승환(시민평화포럼)

4강 5.7.
서울역에서 경의선 기차 타고 유럽

배낭여행 가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5강 5.14.
(팀별)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통일

이야기 ‘기획하라! 희망릴레이 청년쇼!’

6강 5.21.
미래를희망으로, 꿈을직업으로바꾸는

청년 자기계발
이재흥(희망제작소)

7강 5.21.

∙7강: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길 찾아가기

∙마무리: ‘기획하라! 희망릴레이

청년쇼!’ 기획안 발표

(팀별): 이 시대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평화와 희망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7) 교육복지연구원(통일인문학강좌)

◦교육 목적

- 통일문제 이해와 가치를 형성하는 ‘통일인문학’을 기반으로 통

일의식을 활성화

- 남북교류, 평화통일을 더 큰 틀에서 이해하기 쉽게 준비하는 기

반을 조성하여 생활 속에서 평화와 화해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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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2013년 5월 14일∼ 6월 4일(총 4강)

◦교육 대상: 수도권 시민

◦교육 인원: 총 217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차시 일시 주제 강사

1강 5.14.
13:30 ~ 14:50

등록/개강식/오리엔테

이션/학습자 소개/통일

노래 배우기

윤영순(통일공동체센터)

전숙희(교육복지연구원)

조신일(어울림합창단)

15:00 ~ 16:30 동서양 고전과 통일 김기환(통일교육문화원)

2강 5.21.

13:30 ~ 15:00
북한역사문화와 통일

문화
이주철(KBS남북한협력단)

15:10 ~ 16:30
탈북작가가 본 남북한

사회
림일(탈북작가)

3강 5.28.

13:30 ~ 15:00
정약용의사상과통일의

문화적 토대
박종천(고려대)

15:10 ~ 16:30
남북한 통합문학사의

고찰

오태호(경희대 후마니타

스칼리지)

4강 6.4.
13:30 ~ 15:00

백범 김구의 실천적

통일사상
한시준(단국대)

15:10 ~ 16:30 북한 미술을 보는 눈 최석태(미술평론가)

(8) 통일교육연구원(화요시민강좌)

◦교육 목적

- 국민들의 통일문제 이해 제고 및 북한사회변화 인식 계기 마련

-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여론 확산 및 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준비 노력 유도

◦교육 기간: 2013년 5월 7일∼ 10월 10일(총 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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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일반시민 및 통일동우회원, 대학생 등

◦교육 인원: 동우회원 20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차시 일 시 내용 강사

1강 5.7. 북한사회 어떻게 볼 것인가 양재성(광운대)

2강 5.21.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실태 임순희(통일연구원)

3강 6.4.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현황과 과제 이미경(통일교육원)

4강 6.18. 북한의 전통음식과 식생활 이해
이애란(북한전통음식문화

연구원)

5강 9.3. 북한이탈주민이 본 북한사회의 변화 최영실(용봉초)

6강 9.24. 최근 북한동향 차문석(통일교육원)

7강 10.10.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남북관계현황

(현장견학과 연계)
양재성(광운대)

(9) 평화한국(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평화와 통일아카데미)

◦교육 목적 

- 미래세대의 통일주역으로 등장할 남·북출신 청·장년들의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통일역량 및 통일리더십의 축적 및 강화

- 남·북한(북한이탈주민) 청·장년 세대들 간의 경험적 자산에 기

초한 협력을 기반으로 분야별 통일기반(통일문화) 조성방안을 

창출

-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균형 잡힌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해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통일에 대한 정

보공유와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역량축적 및 확대

◦교육 기간: 2013년 5월 11일, 6월 29일, 7월 13일(총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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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남·북한(북한이탈주민) 청·장년

◦교육 인원: 93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차시 일시 주제 강사

1강 5.11.

10:00 ~ 11:30
김정은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현수(경희대)

11:30 ~ 12:00 조별 토론

12:00 ~ 12:30 조별 발표 및 질의응답

12:30 ~ 13:30 평가 및 교재

2강 6.29.

10:00 ~ 11:30 한반도 정세와 통일전망 허문영(통일연구원)

11:30 ~ 12:00 조별 토론

12:00 ~ 12:30 조별 발표 및 질의응답

12:30 ~ 13:30 평가 및 교재

3강 7.13.

10:00 ~ 11:30
홍익인간과 대한민국

정체성
권성아(성균관대)

11:30 ~ 12:00 조별 토론

12:00 ~ 12:30 조별 발표 및 질의응답

12:30 ~ 13:30 평가 및 교재

(10) NGO 북한문제연구협회의(부산)(한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

◦ 교육 목적

- 대국민 통일강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식 교양과 통일의 

비전을 높여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당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

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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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일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통일교육 지도자를 양성

- 북한문제연구협의회 학술워크숍을 통해 서로가 잘 이해하지 못

한 점과 남북 관계 모순점 등을 상호 토론, 질의 응답함으로써 

문제점 해결

◦교육 기간: 2013년 4월 9일∼ 5월 21일(총 7강)

◦교육 대상: 부산광역시 지도자급 인사 및 시민

◦교육 인원: 매 회에 약 7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차시 일시 내용 강사

1강 4.9. 통일을 위한 내고장의 문화발전 강대민(경성대)

2강 4.16. 통일을 대비한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김우덕(신라대)

3강 4.23. 북한의 현실상과 김정은 체제 신형철(경성대)

4강 4.30. 남북한의 지도자의 상 전치탁(동의대)

5강 5.7. 통일교육원 교육 및 판문점 견학 조길래(영산대)

6강 5.14. 최근 남북관계의 통일전망 이헌근(부경대)

7강 5.21. 통일로 가는 현대인의 교육의 필요성 강경식(전 국회의원)

(11) 한국YWCA연합회(길 위의 평화학교)

◦교육 기간: 2013년 5월∼ 12월(총 15차시 진행)

◦교육 대상 및 인원: 탈북 남한주민 각 30명씩 총 60명(서울: 탈북

-남한청소년·대학생 각10명, 청주: 탈북-남한 

여성 각10명, 부산: 탈북-남한 청년 각 1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친해지는 길: 남북이해(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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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찾아가는 길: 자아 찾기, 직업체험 등(3차시)

- 가정 및 사랑을 찾아가는 길: 성평등, 성인지, 연애, 육아 등(3차시)

- 우리 지역 평화를 찾아가는 길: 지역 이해(3차시)

- 한반도 평화를 찾아가는 길: 평화감수성(3차시)

- 함께 만나는 길: 졸업식(1차시)

나.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의 통일교육은 보통 일회로 진행되는 행사

이다. 전문가 혹은 실무자가 발표를 하고 청중이 듣는 일방적 커뮤니

케이션 방식이라는 점에서 연속강좌 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강좌가 

지식과 정보의 체계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세

미나나 토론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정보

와 의견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기간이 길지 않고 일회적이라는 점에서 체험학습은 세미나와 

유사하나, 체험학습의 경우 활동을 조직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 간

의 상호작용이 보다 강조된다.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의 프로그램은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현안 쟁점을 다루는 경우에 적합하다. 이러

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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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2013년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번호 주관 단체 프로그램명 소속 협의회

1 세계평화여성연합 21세기 여성지도자포럼
통일교육협의회·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2 어린이어깨동무
학교방문형 평화교육
‘통일의 보따리를 풀다’

〃

3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흥사단 금요통일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흥사단 통일교육)

〃

4 〃
어린이&학부모
평화통일교육

〃

5 〃 시민통일교육 특강 〃

6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정책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경협의 새로운 구상

통일교육협의회

7 남북문화교류협회 통일정책 강연회 〃

8 〃 통일정책 세미나 〃

9
남북사회문화

연구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실태와 방안’에

관한 포럼

〃

10
남북청소년교류

연맹
통일토론회 〃

11 〃
2013 청소년과의

통일대화
〃

12
남북통일운동국민

연합

남북통일대비 00시(도)민

국민통일교육

13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박근혜정부의

사회통일교육 방안
〃

14
아시아사회과학

연구원
제56회 아사연 시민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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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관 단체 프로그램명 소속 협의회

15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 정책포럼 통일교육협의회

16 〃 평화나눔 정책토론회 〃

17 좋은벗들
북한 바로 알기와

통일교육 강연회
〃

18 통일건국민족회
통일미래 준비 및

통일의식 함양 사업
〃

19
통일교육개발
연구원

‘북쪽친구 알아보기’
초등학교 통일대비교육

〃

20 통일교육연구원 통일포럼 〃

21
통일여성안보
중앙회

열린 통일포럼 〃

22 평화문제연구소
국제세미나(통일한국
시대 한반도 주변국의
기대이익과 미래비전)

〃

23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남대화 긴급정책 포럼
(한반도 평화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

24 평화한국 F.P.U. 학술세미나 〃

25 〃
평화통일을 위한 영역별

기반구축 포럼
〃

26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춘계 국내학술회의

〃

27
NGO

북한문제연구
협의회(부산)

2013년
북한문제연구협의회
학술워크숍

〃

28 민화협 2030 통일공감포럼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29
새롭고하나된
조국을위한모임

통일포럼: 독일 통일
전후 통합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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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관 단체 프로그램명 소속 협의회

3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역량강화 전략워크숍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31 〃 학술토론회 〃

32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모색

〃

33 〃 교원대상 통일안보교육 〃

34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이야기마당 〃

35 〃
한국Y 평화통일꿈꾸기

워크숍
〃

위의 표에서 보여준 2013년 각 기관에서 수행한 사회통일교육 유형

의 교육 목표, 사업기간,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평화여성연합(21세기 여성지도자포럼)

◦교육 기간: 2013년 1월∼ 11월(총12회 진행)

◦교육 대상: 지역 시민 및 여성단체 임원, 회원

◦교육 인원: 매회 120명∼ 2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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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회차 일시 지역 장소 주제

1 1.25. 서울시 성북구 빅토리아 호텔

∙여성의 힘으로 이루는

평화세계

∙인류한가족평화세계

2 3.29. 강원도 양구군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

3 4.3. 강원도 횡성군 향교 웨딩홀

4 4.17. 경남 진해시
진해구민회관

문화원

5 6.25. 경북 성주시 성주웨딩홀

6 6.30. 전남 사천시
삼천포

해상관광호텔

7 7.12. 경기도 가평군 가평 현대웨딩홀

8 7.16. 서울시동대문구 현대코아 나빌레라

9 7.23. 서울시 강남구 삼정호텔

10 10.22. 서울시 중랑구
중랑구민회관

웨딩홀

11 10.24. 충남 금산군 금산군 청산회관

12 11.7. 울산광역시
울산폴리텍대학

대강당

(2) 어린이어깨동무(학교방문형 평화교육 ‘통일의 보따리를 풀다’)
◦교육 일정: 2013년 7월 11일, 16일, 24일

◦교육 대상: 부천동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

서울신은초등학교 4학년 4개 학급, 5학년 6개 학급

◦교육 인원: 총 428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강사: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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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활동내용 강사

과거
∙해방~분단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다룬 시청각 교재 시
청 및 공감활동지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강사

현재
∙분단의불편함을다룬시청각교재시청및공감활동지
∙OX 퀴즈를통해북녘어린이들의삶과사회에대해알
아봄

미래
∙북녘 친구와의 문화이해지 플래쉬를 활용한 역할극
∙상상 활동지 ‘북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필
요한 것’

통일
∙놀이로 만나는 통일
팔도강산 평화유람/통일열차/통일비타민 자음퀴즈/
통일버튼 1+1

(3)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흥사단 금요통일포럼)

◦교육 목적

- 보수와 진보 성향의 통일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깊이 있

는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통일문제의 이해와 공유의 지평을 넓

혀 건전한 통일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통일에 관

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통일교육

- 통일이라는 주제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문제 전문가들과 일반시민 및 청년·대학생들과의 

통일을 위한 대화, 만남, 나눔의 장 제공

◦교육 기간: 2013년 3월 22일∼ 11월 2일

◦교육 장소: 흥사단 강당

◦교육 대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 및 청년·대학생, 통일 및 북한

관련 전문가,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교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본 단체 회원 등

◦교육 인원: 400여 명(매회 60여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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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3.22. 한반도 평화와 새 정부의 진로

패널: 김창수(통일맞이),

박영호(통일연구원),

정낙근(여의도연구소)

4.26.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사회: 서주석(도산통일연구소)

패널: 김성배(도산통일연구소),

윤영미(평택대), 이정철(숭실대)

5.24.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

사회: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패널: 김영희(정책금융공사),

이상만(중앙대),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6.28. 통일과 사회통합, 똘레랑스

사회: 정용상(도산통일연구소)

패널: 박경석(전 사회통합위원회),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영국(국가인권위원회)

7.1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

국제 심포지엄

∙1부: 정전 60년, 한반도평화와

미래체제

∙2부: 한반도정세변화전망과

남북관계 발전 과제

∙3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1부>

사회: 이승환(민화협)

기조발제: 문정인(연세대)

<2부>

사회: 이봉조(극동대)

발표: 이정철(숭실대),

리춘푸(성균관대)

토론: 고유환(동국대),

최종건(연세대),

이광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와다신스케(동북아평화연구회)

<3부>

사회: 최완규(북한대학원대)

발표: 백학순(세종연구소),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토론: 피터 벡(아시아재단),

이지형(한백통일정책연구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현곤(세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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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제 강사

9.27. 금강산관광재개와남북교류협력

사회: 정용상(도산통일연구소)
패널: 김서진(우리경제연합회),

김종수(인제대),
심상진(경기대)

10.25. 동북아 역학구도와 한반도 평화

사회: 서주석(도산통일연구소)
패널: 이근(서울대),

이상현(세종연구소),
홍현익(세종연구소)

11.2. 한반도 평화구축과 신뢰회복
사회: 이봉조(도산통일연구소)
패널: 정세현(원광대),

이종석(세종연구소)

(4)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어린이&학부모 평화통일교육)

◦교육 기간: 2013년 10월 5일, 10월 19일, 11월 2일, 11월 16일 

9:30∼ 12:30

◦교육 인원: 초등학생 60명, 학부모 4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1, 3차: 마음열기/가족과 함께 Fun Fun한 놀이/생생 활동/

평화 표현 

- 2, 4차: 평화와 인권의 시선으로 전쟁기념관 답사/야외 포스트

별 평화통일체험

(5)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시민통일교육 특강)

◦교육 기간: 2013년 8월 21일, 19:00∼ 21:00

◦교육 인원: 40여 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북한의 미래, 남한의 선택

- 강사: 최완규(북한대학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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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경협정책포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경협의 새로운 구상)

◦교육 목적

-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

-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 남과 북이 윈윈하는 경협사업의 모델 제시와 토대 구축 

- 교육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대북진출 기업 발굴 

- 잠재적 대북진출 기업에게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대북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교육 일시: 2013년 8월 14일

◦교육 대상: 남북경협 기업인/정부, 유관기관 등 정책 및 기획실무

자/대북진출 희망기업 및 관심기업 임직원/경협관련 

지식 필요한 연구원, 일반인 등

◦교육 인원: 10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8.1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향후

추진과제

발제: 최진욱(통일연구원)

토론: 김용현(동국대),

고수석(한화생명경제연구원)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의남

북경협의 새로운 구상

발제: 김진향(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

토론: 조동호(이화여대),

김영수(현대아산)

종합토론: 이장희(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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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문화교류협회(통일정책 강연회)

◦교육 목적

- 분단 69년간 이질화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 고착화된 남

북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 모색

- 한민족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통일정책과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교육 일시: 2013년 5월 21일 

◦교육 대상: 일반 서울시민 및 회원

◦교육 인원: 15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5.21.

15:00 ~ 15:25 개회식

15:25 ~ 16:35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인요한(연세대)

16:35 ~ 17:00 질의응답, 폐회

(8) 남북문화교류협회(통일정책 세미나)

◦교육 목적

- 정부가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뒷받침

- 지속적인 통일교육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

- 대북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와 토대 마련

◦교육 기간: 2013년 11월 5일 

◦교육 대상: 일반 서울시민 및 북한이탈주민, 회원

◦교육 인원: 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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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11.5

14:00 ~ 14:25 개회식

14:25 ~ 15:25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남북사회문화교류

추진 실태와 평가

사회: 남성욱(고려대)

발제: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영호(통일연구원)

15:25 ~ 16:30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자: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

이상만(중앙대),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9) 남북사회문화연구소(‘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실태와

방안’에 관한 포럼)

◦교육 목적 

-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을 넘어선 시점에, 그들을 

‘신분증이 같은 이민자’로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이

라는 동질성 회복과 한국국민이요,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

을 일깨우며,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북에 두고 온 가족, 친척들

을 ‘친남세력’으로 전환하는데 기여

◦교육 일시: 2013년 10월 21일(1차), 2013년 11월 8일(2차)

◦교육 대상: 충남아산지역, 서울시 노원구 지역 주민 및 지도층 인사

◦교육 인원: 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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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 10:00

2차: 15:00
행사장 도착 및 준비

1차:

10:00 ~ 10:20

2차:

15:00 ~ 15:20

제1부 <개회식 및 주제발표·토론>

개

회

식

사회자: 양성민

∙일정소개 및 과정안내

∙내빈소개 및 환영사: 지역대표

∙인사말씀: 강명희 회장

1차:

10:20 ~ 11:50

2차:

15:20 ~ 16:50

∙주제발표 및 토론

- 제1주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책

실태와 방안

- 제2주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

책에 대한 우리의 주장

- 제1토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

착 실태와 방안’에 대한

토론

- 제2토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

책에대한우리의주장’에

대한 토론

사회: 1차 양성민,

2차 강명희

발제:

김성윤(단국대),

조혜영(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원 강사)

토론자:

유경애(통일교육원강사),

오금숙(통일교육원강사)

1차:

12:00 ~ 12:50

2차:

17:00 ~ 17:50

제2부 <특별강연 및 만찬>

∙특별강연

- 주제: 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준비

발제: 설용수(남북사회

문화연구소)

(10) 남북청소년교류연맹(통일토론회)

◦교육 목적 

- 청소년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컨텐츠 발표 및 교육방법론 제시

- 사회통일교육의 현 실태 및 향후 대책 토론 

- 통일, 안보, 청소년 전문분야의 체계적인 교육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 일시: 2013년 4월 24일 

◦교육 대상: 수도권지역 통일전문가, 각급 학교대표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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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원: 통일교육강사 포함 60여 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4.24.

∙강의: 정부의 통일정책

∙주제발표: 통일교육

단체의 역할

주제발표: 정경석(민주평통)

토론: 김용재(통일교육연구원),

윤규주(미래경영평가연구원)

사회: 고충근(통일부 통일교육위원)

(11) 남북청소년교류연맹(2013 청소년과의 통일대화)

◦교육 목적 

- 통일교육 컨텐츠에 따른 스토리텔링 교육방식으로 청소년과의 

통일대화 진행 

-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통일분야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궁금증 

해소 등 통일의식 향상 

◦교육 기간: 2013년 4월 26일∼ 8월 31일(총 38회)

◦교육 대상: 수도권지역 청소년대표, 전국 각급 학교 학생

◦교육 인원: 청소년 3,091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4.26. ~ 8.31.

교육 대상별

각 1시간

(각급 학교)

청소년들과의 통일대화

정경석(민주평통)

고충근(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박종철(통일연구원)

곽병수(나라사랑운동본부)

구형회(한성대)

김용재(통일교육연구원)

오문석(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김선범(나라사랑운동본부)

황대진(통일안보 전문강사)

강석찬(건국대)

최주영(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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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남북통일대비 00시(도)민 국민통일교육)

◦교육 목적 

- 2013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짐

에 따라 남북통일에 대한 방향성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장 마련 

-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의 지방순회 교육을 통해 전 국민에게 통일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 

- 북한이탈주민 출신 전문가와 북한인권운동 전문가의 강의를 통

해 북한의 실상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

향을 제시 

◦교육 기간: 2013년 5월 23일∼ 11월 14일

◦교육 대상: 서울, 경기, 충청권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강연회가 개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통

일관련 시민단체와 본 연합 회원, 지역 주민)

◦교육 인원: 1,02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대상 주제 강사

5.23. 10:00 ~ 12:00
충청도민

(150명)

남북통일을 위한 충

청도민의 시대정신

설용수(남북사회

문화연구소)

5.31. 18:30 ~ 20:30

서울시민,

사회 단체장,

회원(60명)

북한인권문제와 바

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

문국한(북한인권

국제연대)

6.3. 11:00 ~ 13:00

서울 각 구

여성 단체장

(60명)

북한인권실상과 남

북통일을 위한 여성

지도자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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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대상 주제 강사

6.7. 18:30 ~ 20:30

서울시민,

경기도민,

사회단체장

(80명)

북한의 실상 이해와

바람직한 통일교육

의 방향

김흥광(NK지식인

연대)

6.21. 10:00 ~ 12:00
부천시민

(300명)

남북통일을 위한 국

민의 시대정신

설용수(남북사회

문화연구소)

6.25. 14:00 ~ 16:00
광주시민

(200명)

남북통일을 위한 국

민의 시대정신
〃

7.28. 11:00 ~ 13:00
서울시민

(80명)

남북통일을 위한 국

민의 시대정신
〃

5.23. 10:00 ~ 12:00
충청도민

(150명)

남북통일을 위한 충

청도민의 시대정신
〃

5.31. 18:30 ~ 20:30

서울시민,

사회 단체장,

회원(60명)

북한인권문제와 바

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

문국한(북한인권

국제연대)

6.3. 11:00 ~ 13:00

서울 각 구

여성 단체장

(60명)

북한인권실상과남

북통일을 위한 여성

지도자의 역할

〃

6.7. 18:30 ~ 20:30

서울시민,

경기 도민,

사회단체장

(80명)

북한의 실상 이해와

바람직한 통일교육

의 방향

김흥광(NK지식인

연대)

6.21. 10:00 ~ 12:00
부천시민

(300명)

남북통일을 위한 국

민의 시대정신

설용수(남북사회

문화연구소)

6.25. 14:00 ~ 16:00
광주시민

(200명)

남북통일을 위한 국

민의 시대정신
〃

7.28. 11:00 ~ 13:00
서울시민

(80명)

남북통일을 위한 국

민의 시대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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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대상 주제 강사

11.14. 18:30 ~ 20:30
서울시민

(90명)

최근북한실상과 대

남외교정책및바람

직한 통일교육

이나경(북한통일

연구센터)

(13)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박근혜정부의 사회통일교육 방안)

◦교육 목적 

- 통일교육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통일교육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고취

◦교육 일시: 2013년 6월 12일 

◦교육 대상: 통일교육위원, 지역여론 주도층, 통일유관단체 및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일반시민 등

◦교육 인원: 30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14:00~

14:20
개회사 및 축사

김성윤(통일교육협의회),

이명수(국회의원),

신영석((사)평화문제연구소)

14:20~

15:00
남북관계 돌파구는 없는가? 장충식(단국대)

15:00~

18:00

통일교육협의회의 사회통일

교육 발전방안

사회: 김성윤(통일교육협의회 상임

공동의장)

발표자: 박종철(통일연구원)

토론자: 김범석(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김명수(평화문제연구소),

우세현(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송원상(세계평화청년연합),

최용권(통일건국민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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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제 강사

15:00~

18:00

통일교육협의회의 통일문제

연구소 활용방안

사회: 강명희(남북사회문화연구소)

발표자: 김남열(남북청소년Network센터

회장)

토론자: 홍성순(세계평화여성연합),

김령자(교육복지연구원),

양성민(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이규일(통일교육개발연구원),

김연철(통일교육협의회)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문제

점과 해결방안

사회: 정경석(남북청소년교류연맹 총재)

발표자: 양재성(광운대)

토론자: 박하진(호남대),

이동일(충남통일관),

이석자(통일여성안보중앙회),

남정집(단국대),

김기환(통일교육문화원),

장운영(한국통일교육학회)

(14)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제56회 아사연 시민포럼)

◦교육 목적 

-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병행추진되어야 함을 공론화

- 분단체제 극복의 출발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

- ‘한반도 평화체제 해법 전략’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모색

- 사회통합과 평화증진의 일환으로 평화관련 핵심부분에 대한 객관적 

이해 

◦교육 일시: 2013년 12월 2일

◦교육 대상: 일반시민

◦교육 인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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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12.2.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대장정 10개월 분석과 평가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 평화통일 대장정 로드맵의

정책과제
이장희(한국외대)

지정토론: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김연철(인제대)

손기웅(통일연구원), 한승동(한겨레신문)

(1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평화나눔 정책포럼)

◦교육 목적

- 변화하는 북한 정세를 반영한 적시성 있는 주제를 선정, 전문가

의 객관적 분석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과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정책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대북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긍정적 공론 형성

◦교육 기간: 정책포럼 2013년 4월 26일∼ 11월 20일

◦교육 대상: 서울 시민

◦교육 인원: 총 100여 명(각 회당 25명 내외 참석)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4.26.

19:00 ~ 21:30

한반도 위기와 전망:북

미관계, 남북관계, 한미

관계

사회: 김영수(서강대)

발표: 백학순(세종연구소)

7.23.

19:00 ~ 21:30

한반도평화구축과인도

적 대북지원

사회: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발표: 김동진(한신대)

토론: 카미 티농(프랑스 씨앙스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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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제 강사

10.29.

14:00 ~ 16:00

북한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

사회: 박창일(평화3000)

발표: 최완규(북한대학원대)

11.20.

19:00 ~ 21:30
대북협력의 조정 경험

사회: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발표: 크리스토프 폴만(독일 프리드리

히에버트재단)

토론: 문경연(한국수출입은행)

(1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평화나눔 정책토론회)

◦ 교육 목적

-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책, 통일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 확대

◦교육 일시: 2013년 12월 13일

◦교육 대상: 대구 시민

◦교육 인원: 30여 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12.13.
북한의 신경제체계: 내용과

전망

사회: 손종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발표: 정창현(국민대)

토론: 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김동렬(전 대구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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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좋은벗들(북한 바로 알기와 통일교육 강연회)

◦교육 목적

- 오늘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고 남남갈등을 극복하여 남북한 주

민 간 화해와 공존, 나눔의 정신을 교감하고 21세기 통일시대의 

국민통합에 이바지

- 전국의 각 지역 자원 활동가와 북한이탈주민, 지역단체와의 지역

적 연대를 도모하여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

- 인적교류를 통한 체험중심의 시민통일교육 사례 창출, 지역사회

의 통일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기간: 2013년 6월 10일∼ 7월 4일

◦교육 대상: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창원, 대전, 원주 등의 일반 시민

◦교육 인원: 각 회당 30명∼ 130명씩 전국에서 약 1,500여 명 참여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지역 회차 일시 주제 강사

서울

1회 6.20.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이우영(북한대학원대)

2회 6.27. 북한의 가족과 여성 이미경(통일교육원)

3회 7.4. 북한 주민의 문화 강동완(동아대)

대구
1회 6.15. 한류! 북한을 흔들다

박정란(서울대 통일평

화연구원)

2회 6.22. 탈북 주민의 남한정착 이야기 김혜란(북한이탈주민)

마산 1회 9.13. 변화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강동완(동아대)

창원
1회 6.12. 북한 주민의 남한생활이야기 황수정(북한이탈주민)

2회 6.19. 한류가북한주민들에게 주는변화 강동완(동아대)

동래
1회 6.10. 한반도 정세와 통일로 가는 길 강동완(동아대)

2회 6.17. 북한 이탈 주민의 어려움 김혜란(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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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차 일시 주제 강사

대전 1회 6.19. 북한이탈주민 남한 정착기 오성철(북한이탈주민)

청주 1회 6.29. 한류! 북한을 흔들다
박정란(서울대 통일평

화연구원)

원주 1회 6.24. 탈북과정과 남한정착 강의 황수정(북한이탈주민)

(18) 통일건국민족회(통일미래 준비 및 통일의식 함양 사업)

◦교육 목적

- 통일미래 준비 및 통일의식 함양 차원에서 북한인권, 통일 정치

분야 전문가의 초빙강연을 통해 북한 실상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실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향후 김정은 정권의 전망과 

바람직한 대북 관계 이해 

- 정전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 및 북한의 정

상화 방안을 학술세미나를 통해 연구발표 및 교육

- 통일미래를 대비하고 국론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실시

◦교육 기간: 2013년 6월 25일∼ 9월 30일

◦교육 대상: 통건회 회원, 북한문제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일반주민,

학생 등

◦교육 인원: 22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강연 및 워크숍

일시 주제 강사

6.25.
북한인권 및 김정은 정권의 전망과

바람직한 대북관계
강철환(조선일보, 북한전략센터)

9.30.
남한 내 통일의 갈등과 북한 실상

및 민주화 방안
이광백(자유조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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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세미나

일시 주제 강사

7.27.

14:00 ~ 18:00 축사 및 기조연설
축사: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기조연설: 최치영(통일건국민족회)

14:10 ~ 15:30

정전 60주년과 한

반도 평화체제 구

축을 위한 과제 및

방안

주제발표: 김명섭(연세대)

토론: 손기웅(통일연구원),

유재익(국방대),

손용우(한남대)

15:50 ~ 17:10

정전60주년과 북한

의 정상화(북한이

탈주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안찬일(세계북한인총연맹)

토론: 이승열(이화여자대 통일학연구원),

이혜경(북한이탈주민),

채경희(삼흥학교)

(19) 통일교육개발연구원(‘북쪽친구 알아보기’ 초등학교 통일

대비교육)

◦교육 목적

- 학생들에게 건전한 통일의지를 함양

- 북한에 관한 올바른 북한관 전달

- 민족 공동체의식을 통한 차세대 통일주역 사명감 고취

◦교육 기간: 2013년 3월 18일∼ 11월 15일 

◦교육 대상: 초등학생 4∼ 6학년, 학교 순회  

◦교육 인원: 약 55,000명 

◦교육 내용 

- 북한의 학교생활: 학년비교, 교복, 학교시간표, 교과서, 운동회,

어린이날

- 북한의 일반생활: 북한말, 가정집, 놀이

- 북한의 현실: 동영상, 식사, 일하는 어린이, 꽃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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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침략상: 북한 애니메이션, 북한의 침략일지

- 통일: 북한의 천연자원, 통일비용과 통일수익, 남북단일팀

(20) 통일교육연구원(통일포럼) 

◦교육 목적

- 국민들의 통일문제 이해 제고 및 북한사회변화 인식 계기 마련

-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여론 확산 및 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준비 노력 유도

◦교육 일시: 2013년 5월 23일, 7월 4일, 10월 24일 

◦교육 대상: 일반시민 및 통일동우회원, 대학생 등

◦교육 인원: 310여 명(일반시민 110명, 동우회원 20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5.23.

10:00 ~ 10:20 개회식

10:30 ~ 12:30

주제발표 및 토론:

박근혜정부의 대

북정책 추진방향

과 과제

발표: 박영호(통일연구원)

토론: 김계진(한국위기관리연구소),

권영경(통일교육원),

김병대(통일부)

사회: 양재성(광운대)

12:30 ~ 13:00 질의응답

7.4.

10:00 ~ 10:20 개회식

10:30 ~ 12:30

주제발표 및 토론:

군사정전협정의

문제점과대책방향

발표: 김춘수(군사문제연구원)

토론: 박갑수(통일교육원),

김창현(통일부),

김회동(전 통일부)

사회: 김용재(강원발전연구원)

12:30 ~ 13: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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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제 강사

10.24.

15:00 ~ 15:10 개회식

15:10 ~ 17:30

주제발표 및 토론:

2013년 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

발표: 조철호(통일교육원)

토론: 박하진(호남대),

김영윤(남북물류포럼),

정하웅(통일동우회)

사회: 양재성(광운대)

17:30 ~ 18:00 질의응답

(21) 통일여성안보중앙회(열린 통일포럼)

◦교육 목적 

- 박근혜정부의 출범 및 통일정책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

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심화

- 북한 여성들의 사회생활 참여 및 가정생활에 대하여 알아봄으

로써 남북여성들의 상호교류의 토대 구축

-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한 어휘 

차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분단 후유증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 계

기 마련 

◦교육 기간: 2013년 10월 28일∼ 29일

◦교육 대상: 통일여성안보중앙회 회원 및 지부, 지역별 주부  

◦교육 인원: 총 45명(일반시민 20명, 회원 25명)

◦교육 내용  

일시 주제 강사

10.28.

~

10.29.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현황 양재성(광운대)

북한여성들의 사회생활과 가정문화에 대하여 김진영(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신뢰회복 문제와 남북한 어휘 권낙주(통일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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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평화문제연구소(국제세미나)

◦교육 목적

- 최근 주변 4강에서의 리더십 교체와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관련국들 

간에 상호 조율된 대북정책을 위한 중장기 비전 공유 필요성도 

증가

- 이에 중장기 비전의 핵심인 통일한국 시대에 대한 비전공유를 위

해 미·중·일·러 등 주변 4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통일한국 시

대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기대이익과 전망을 공유하면서 당면

한 정세 유동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냄.

- 통일교육관계자, 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원)생 및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주변국의 협력문

제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통일교육을 올바르고 안정

되게 추진토록 함.

◦교육 일시: 2013년 10월 24일

◦교육 대상: 대학(원)생, 통일교육교사, 시민단체, 일반시민  

◦교육 인원: 1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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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14:10

~

15:30

대주제: 통일한국 시대, 한반도 주변국의 기대이익과 미래비전

제1회의: 통일한국 시대와 동북아시아

통일한국의 체제 성격과 바람직한
대외정책 방향

발표: 김태현(중앙대)
토론: 마상윤(가톨릭대),

이헌경(동아대)

통일한국의 등장과 동북아시아
지역질서 변화 전망

발표: 신범식(서울대)
토론: 이종원(와세다대),

김경일(북경대)

15:40

~

17:50

제2회의: 통일한국 시대와 동북아시아

미국의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이익과
협력방향

피터 벡(미국 아시아재단)

중국의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이익과
협력방향

청샤오허(중국 인민대)

일본의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이익과
협력방향

히로시 나카니시(일본 교토대)

러시아의통일한국에대한기대이익과
협력방향

바실리 미헤예프(러시아 국제경

제·국제관계연구소)

통일한국이 주변4국가들에게 끼칠 수
있는 이익

한석희(연세대)

(23) 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남대화 긴급정책 포럼)

◦교육 목적

- 사회통합과 평화증진의 일환으로 평화관련 핵심부분에 대한 객

관적 이해

- 균형잡힌 대북관 확립으로 남남갈등의 해법 모색

-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론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

◦교육 기간: 2013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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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일반시민

◦교육 인원: 100여 명

◦교육 내용 

주제 강사

국제법적관점에서본일본의집단적자위권과한반도평화 이장희(한국외대)

군사적관점에서본일본의집단적자위권과한반도평화 김종대(디엔디포커스)

사회: 김성주(성균관대)

지정토론: 김진현(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장의관(이화여대), 하종문(한신대)

(24) 평화한국(F.P.U.(For Peaceful Unification) 학술세미나) 

◦교육 목적 

- 미래세대의 통일주역으로 등장할 남북출신 청장년들의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통일역량 및 통일리더십의 축적 및 강화

- 남·북한(북한이탈주민) 청·장년 세대들 간의 경험적 자산에 기초

한 협력을 기반으로 분야별 통일기반(통일문화) 조성방안 창출

◦교육 일시: 2013년 7월 27일

◦교육 대상: 대원외고, 한영외고, 백신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 인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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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분야 일시 내용

13:00～13:30 개회사, 축사, 격려사

13:30～14:20

F.P.U. 연합행사
- F.P.U. 학술동아리 소개 및 의미: 김명성(통일비전
연구회)
- F.P.U. 학술동아리 고교별 소개
차정렬(대원외고), 서재원(한영외고), 김윤석(백신고)

14:20～ 14:30 휴식

정치·
경제

14:30～ 15:50

∙지도: 정현수(경희대), 김성동(한세대)

- 발표 1: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과 남북한 경제협

력의 분석/차정렬(대원외고)

*토론: 김한빛(대원외고), 신서윤(대원외고)

- 발표 2: 남북경제교류 현황과 통일의 경제적 효과/

이정방(대원외고)

*토론: 서보강(대원외고), 정상우(대원외고)

외교·
안보

∙지도: 오일환(보훈교육연구원), 허문영(통일연구원)

- 발표 1: 북핵문제의 본질과 비핵화 방안/

김윤석(백신고)

*토론: 유예영(백신고)

- 발표 2: 남북관계에대한미·중·일의입장과남한의

대북정책/송한누리(대원외고)

*토론: 김유정(대원외고), 박수영(대원외고)

사회·
교육

∙지도: 강구섭(한국교육개발원), 김성원(유코리아뉴스)

- 발표 1: 북한 언론의 자유와 인권문제에 대한 해명/

김신영(백신고)

*토론: 유하영(백신고)

- 발표 2: 북한의 정치수단으로서의 미디어: 언론방

송과 인터넷/이태용(대원외고)

*토론: 송정문(대원외고), 이규회(대원외고)

15:50～16:0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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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일시 내용

정치·

경제

16:00～17:30

∙지도: 정현수(경희대), 김성동(한세대)

- 발표 1: 북한의 3대 권력세습과 카리스마의 정치/

장윤석(백신고)

*토론: 김종민(백신고)

- 발표 2: 소프트파워의 관점에서 본 대북 및 통일정

책/박수지(대원외고)

*토론: 주원희(대원외고), 조민지(대원외고)

- 발제문: 남북한 국가보훈정책과 주민 애국심에 관

한 연구/김광진(대원외고)

외교·

안보

∙지도: 오일환(보훈교육연구원), 허문영(통일연구원)

- 발표 1: 탈북난민인권문제와 국내외적 대응방안/

서재원(한영외고)

*토론: 임동현(한영외고)

- 발표 2: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와 제정시

의 정책방향/지단예(대원외고)

*토론: 이승희(대원외고)

사회·

교육

∙지도: 강구섭(한국교육개발원), 김성원(유코리아뉴스)

- 발표 1: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과 통일 후 극복방

안/서혜림(한영외고)

*토론: 유지후(한영외고), 노은비(한영외고),

김예린(한영외고)

- 발표 2: 북한의 우상화교육이 주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통일 후 대응방안/

임선우(대원외고)

*토론: 이수정(대원외고)

- 발제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 실태조사 및 청

소년의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향 모색/

박형서(대원외고)

17:30～18:30 총평

19:30～20:30 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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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평화한국(평화통일을 위한 영역별 기반구축 포럼)

◦교육 목적 

- 평화통일 준비하는 전문가들과 청·장년 세대들 간의 경험적 자

산에 기초한 협력을 기반으로 분야별 통일기반(통일문화) 조성

방안 창출

-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균형 잡힌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해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통일에 대한 정

보공유와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역량축적 및 확대

◦교육 일시: 2013년 10월 29일, 11월 29일 

◦교육 대상: 평화적 통일을 각 영역에서 준비하는 전문가들과 

관심있는 청·장년

◦교육 인원: 8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10.29.
15:00∼ 16:20

영역별로 준비하는

평화통일

발제: 허문영(통일연구원),

김성원(유코리아뉴스)

16:20∼ 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1.29. 15:00∼ 16:00
영역별로 준비하는

평화통일
발제: 이경재(한국성서대)

(26) 한국평화연구학회(한국평화연구학회 춘계 국내학술회의)

◦교육 목적 

- 6개의 학회 및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세계평화, 한반도의 

통일담론, 남북협력, 디아스포라의 문화정체성, 여성의 정치 등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해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어 유익한 정보

와 지식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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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통일의 학문적 이해 및 지평을 넓히는 계기 마련

◦교육 기간: 2013년 5월 10일∼ 5월 11일

◦교육 대상: 전남지역 주민, 대학생, 학계 관련전문가, 한국평화연구학

회, 21세기 정치학회, 한국민족통일학회, 건국대 통일인

문학연구단,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전남대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회원

◦교육 인원: 총 181명(대학생 및 일반시민 64명, 회원 및 학계

전문가 117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5.10.

15:00～15:40
평화와 국제사회

소통문제

사회: 강성윤(동국대)

발표: 이정우(경남대)

토론: 김수민(선문대),

이신욱(경성대)

15:40～16:20
평화와아시아소통

문제

발표: 조철호(통일교육원)

토론: 고경민(제주대),

한종수(단국대)

16:20～17:00
평화와남북한소통

문제

발표: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토론: 박정현(경기대),

강석승(서울교대)

5.11. 10:00～11:40
평화, 통일, 글로벌

네트워크 종합토론
사회: 남궁영(한국외대)

(27) NGO 북한문제연구협회의(부산)(2013년 북한문제연구협의회 

학술워크숍)

◦교육 목적

- 서로가 잘 이해하지 못한 점과 남북 관계 모순점 등을 상호 토론 

질의 응답함으로써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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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시: 2013년 8월 27일

◦교육 대상: 부산광역시 지도자급 인사 및 시민 

◦교육 인원: 180여 명 

◦교육 내용 

- 주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행복한 통일 

- 발표자: 이홍종(부경대)

(28) 민화협(2030 통일공감포럼)

◦교육 기간: 2013년 5월 14일

◦교육 대상: 20∼ 30대 대학(원)생, 통일문제 전문가 등 

◦교육 인원: 80여 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내용 강사

14:00～14:20 개회식

사회: 노병춘(고려대)

인사말: 박현선(민화협)

축사: 유호열(고려대)

14:20～15:30

발표 1: 급변하는 한반도, 한국의

통일환경 평가와 과제

발표 2: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기

반 조성

발표 3: 정전 60년, 2030세대의

역할과 과제

사회: 고수석(전 중앙일보)

발표: 조진희(고려대),

정대진(연세대),

노현종(고려대)

토론: 탁용달(동국대),

백진숙(고려대),

정세희(중앙대),

장휘(고려대)

16:00～16:20 종합토론: 질의 및 응답

16:20～17:00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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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통일포럼: 독일 통일 전후 

통합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역할)

◦교육 목표:

- 독일 통일 전후 통합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찰함으로

써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그 이후의 시민사회 역할

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자 함.

◦교육 기간: 2013년 6월 4일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주제 강사

동독탈출주민들을위한지원사례 - 독일의경험과한

국을 위한 교훈

안나 카민스키

(독일연방 구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

독일 통일 이전과 통일과정에서의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토론: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김영윤(남북물류포럼), 김재기(전남대),

윤여상(북한인권기록보존소)

(30)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역량강화 전략워크숍)

<1325호 네트워크> 역량강화 전략워크숍 I

일시 교육 인원 교육 내용 강사

2.19. 15명

주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

발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의 의미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

행동 계획: 해외사례와 한국적

적용

이현숙(여성외교평화포럼)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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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호 네트워크> 역량강화 전략워크숍 Ⅱ

일시 교육 인원 교육 내용

3.27. 20명

주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초안 검토

토론: 최영애(전 성폭력상담소 소장),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영주(동국대), 이승환(시민평화포럼), 안정애(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시민사회 입장 모색 워크숍

일시 교육 인원 교육 내용 강사

11.2. 10명

필리핀 1325호국가행동계획연구

방문 보고

한국 1325호국가행동계획에대한

여성단체 입장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여성단체역할 강화 방안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정애(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

본부)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영주(동국대)

(31) 평화를만드는여성회(학술토론회)

◦교육 기간: 2013년 5월 22일

◦교육 인원: 4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주제 강사

한반도 분단극복과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현숙(여성외교평화

포럼)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여성 참여
정경란(평화를만드는

여성회)

토론: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대훈(성공회대),

김엘리(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우순덕(기지촌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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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2013년 7월 1일

◦교육 인원: 75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주제 강사

여성과 한반도 정전체제 60년 안정애(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여성의 관점에서 본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조영주(동국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여성의 역할 정현백(성균관대)

토론: 권인숙(명지대), 김창수(한반도평화포럼), 백학순(세종연구소)

라운드테이블 종합토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여성시민

사회의 역할

토론: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이승환(시민평화포럼)

(3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모색)

◦교육 기간: 2013년 9월 2일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남북한 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 통일 후 교육계 통합 방안 논의 

- 교원 통합 방안, 교육 통합 방안(교육시스템, 학제, 교과서 등)

주제 강 사

북한 교사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이성희(북한 출신 교사)

북한 교육계 현황과 교육계 통일준비 제언 채경희(삼흥학교)

통일 후 남북한 교원 통합방안 제언 송두록(남북교육개발원)

남한 교육계 통일준비 현황과 제언 전승환(서서울생활고)

(3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원대상 통일안보교육)

◦교육 목적:

- 한반도에 평화 정신과 가치의 지속 확산, 평화로운 남북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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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과 능력 신장,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교육 기간: 2013년 5월 6일∼ 12월

◦교육 대상: 초·중·고등학교 344교(희망학교)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퀴즈와 토론 등 학생참여 방식, 일방통행 강의 지양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어려운 이유, 통일을 위한 노력, 다른 나라

의 통일과정,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등 교육

(34) 한국YWCA연합회(평화통일이야기한마당)

◦교육일시: 2013년 8월 13일, 12월 18일

◦교육 인원: 80여 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내용 강사

8.13.
평화통일 이야기 마당:바로 보는 통일, 바로 보살

피는 통일
한완상(전 부총리)

12.18. 한반도는 아프다 저자 초청 토론회 〃

(35) 한국YWCA연합회(한국Y 평화통일꿈꾸기 워크숍)

◦교육 기간: 2013년 12월 18일

◦교육 인원: 60여 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주제 발표 및 토론(연변지역 교류/Y평화통일교육/지역에서 만

드는 Y평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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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캠프 및 기행 유형

캠프 및 기행 유형은 교육공간이 강의실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다

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된다. 교육의 목적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경험의 축적과 가치관, 정서, 태도의 변화를 추구한다.

교육 프로그램도 강사와 청중이 아니라 활동 진행자와 참가자 간, 참

가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 부분에서 이 유형의 교육 프

로그램이 많은 편이다. 며칠 동안 진행되는 행사도 있고 당일행사로 

진행되는 것도 있다. 2013년도 캠프·기행 유형의 프로그램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2013년 캠프 및 기행 유형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번호 주관 단체 프로그램명 소속 협의회

1 경실련통일협회 현장기행
통일교육협의회·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2 세계평화여성연합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며!
〃

3 〃
도란도란 통일기행:

다문화가정
〃

4 〃
도란도란 통일캠프:

초등학생
〃

5 〃 남북통일 기원제 〃

6 어린이어깨동무 피스리더아카데미 〃

7 〃 국제교류 워크숍 〃

8 〃
청년 통일교육

평화이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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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관 단체 프로그램명 소속 협의회

9
새롭고하나된

조국을위한모임
SNS 통일열차

통일교육협의회·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10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통일문화기행

(시민과 함께하는

흥사단 통일교육)

〃

11 〃 대학생 통일워크숍 〃

12 〃
동북아문화제 ‘만주에서

역사와 평화를 만나다!’
〃

13 교육복지연구원
분단현장 기행(통일인문

학의 길을 걷다)
통일교육협의회

14 남북문화교류협회
통일안보 현장견학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

15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통일전망대 현장견학 〃

16
남북청소년교류

평화연대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통일캠프
〃

17
남북청소년

네트워크센터

북핵정책에 관한

통일교육전문가포럼및

워크숍

〃

18
남북청소년

통일교육진흥원

제17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야영수련회
〃

19 동학민족통일회

동민회 평화 포럼:

갈등을 넘어 상생과

공영의 미래로

〃

20 선진통일교육센터

부모님과 함께하는

북한어린이 생활체험

캠프

〃

21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어린이 및 청소년

통일역사기행

(평화통일 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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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관 단체 프로그램명 소속 협의회

22 통일교육연구원
통일 및 안보현장

체험활동
통일교육협의회

23 통일민주협의회
2013 통일 한문화체험

지도자 워크숍
〃

24 평화문제연구소
DMZ 안보견학 및

평화염원 체험프로그램
〃

25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캠프
〃

26 민화협 대학생 평화통일캠프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27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힐링캠프 〃

28 〃 세대공감 평화기행 〃

29 한국YMCA연맹 평화세계지도자 세미나 〃

30 한국YWCA연합회 길 위의 평화학교 〃

위의 표에서 보여준 2013년 각 기관에서 수행한 사회통일교육 유형

의 교육 목표, 사업기간,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실련통일협회(현장기행)

◦교육 목적

- 연속강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강좌 사이에 현장

기행 배치 

- DMZ 도라산 전망대 일원의 현장 견학과 한반도 역사교육 현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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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11월 30일(DMZ 도라산 전망대 일원)

◦교육 대상: 각급 기관 및 기업 임직원, 시민, 학생 등

◦교육 인원: 33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주제: 우리 문제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

ㆍDMZ 현장견학

임진강→경순왕릉/고랑포→ [우문현답] 강연(이영동)

→도라산전망대

(2) 세계평화여성연합(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며!)

◦교육 목적 

- 통일시대 주역이 될 청소년들과 통일무관심층인 여성들에게 현장

교육(체험)을 통해 분단으로 인해 일어나는 상황들을 인식시켜 

통일의 필요성을 제고

-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강의를 통해 남과 북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비교

- 작은 힘이 기여하는 큰 통일에 자부심과 주인의식 고양 

◦교육 기간: 2013년 5월 21일∼ 10월 15일

(판문점, 평택 천안함, 해마루촌)

◦교육 대상: (1회) 경남지부 회원 및 일반시민 41명

(2회) 서울 광진지부 회원 및 일반시민 34명

(3회) 경남지역 초등학교 4∼ 6학년 어린이 80명

(4회) 대전지부 회원 및 일반시민 41명

(5회) 서울 동대문지부 회원 및 일반시민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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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원: 239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1회, 4회: 2013 통일기행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며’
- 판문점 견학

- 2회, 5회: 2013 통일기행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며’
- DMZ탐방

- 3회: 2013 통일캠프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며’

<1회>

일시 일정 비고

9:30～ 10:00 접수 및 개회식

대상: 경상남도 회원 및

일반시민

사회: 김원정(여성연합)

10:00～11:00
강의: 여성적 관점

‘남북한의생활무엇이다른가?’
강사: 김영희(한국정책금융공사)

11:00～12:00 식사

12:00～13:00 이동

13:15～ 14:45 판문점 견학

14:45～ 16:00 도라전망대 및 도라산역 견학

16:00～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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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일시 일정 비고

9:00～9:30 접수 및 버스탑승 아차산역 집합→광진지부

9:30～10:00 개회식

10:00～11:00
강의: 남성적 관점에서 본 남북

한의 차이점(북한 알리기)
강사: 박영학(큰샘방과후교실)

11:00～12:00 이동

12:00～13:00 식사 해마루촌 쉼터

13:00～16:00 해마루촌 및 제3땅굴 탐방
해마루촌 탐방→제3땅굴

(이재석 기행설명가)

16:00～ 귀가

<3회>

일시 일정 비고

7.30.

11:30～12:00 도착 및 접수 한울 유스센터(경기화성)

12:00～13:00 식사

13:00～13:30 개회식

13:30～15:00
이동(한울유스센터→해군

2함대 사령부)

15:00～16:30 해군2함대 천안함 견학

17:00～18:00
이동(해군2함대사령부→

한울유스센터)

18:00～19:00 식사

19:00～22:00
통일골든벨: 6·25전쟁과 남북
분단을 중심으로

박상현(민통선 봉사단)

22:00～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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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정 비고

7.31.

8:00～9:00 식사

9:00～9:20 애니메이션 ‘우리는친구’ 시청

9:20～10:00

조선중앙TV 아동영화 ‘예방주

사 맞는 날’ 시청 후 강의: 남

한과 북한의 학교생활

김송희(서강대)

10:10～11:30

‘우리는 통일한국 홍보사절단’

이라는 주제로 통일한국 홍보

물 만들기

11:30～12:00 소감문 작성

12:00～12:10 폐회식

12:10～13:00 식사

13:00～ 집으로

<4회>

일시 일정 비고

8:50～9:00 접수 및 개회식

9:00～ 10:00

북한이탈주민 강사 강의

여성적 관점으로 본 남북한의

생활, 무엇이 다른가?

김영희(한국정책금융공사)

10:00～ 10:10 버스탑승

10:10～ 11:50
이동(여성연합→통일촌부녀회

식당)

12:00～ 12:50 식사

12:50～ 13:00 이동(식당→판문점)

13:15～ 14:45 판문점 견학
JSA경비대대 브리핑 30분

판문점 견학 60분

14:45～ 16:00 도라전망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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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일시 일정 비고

9:30～10:00 접수 및 개회식 동대문지부 교육관

10:00～11:00
강의: 남성적관점으로본남북한

생활의 차이(북한 알리기)

북한이탈주민 강사:

박영학(큰샘방과후교실)

11:00～12:00
이동(전농동→임진각매표소

(매표만함)→해마루촌)

12:00～ 13:00 식사
해마루촌 쉼터(해마루촌

부녀회 운영식당)

13:00～16:00
비무장지대 탐방(해마루촌→

허준선생 묘→제3땅굴 관람)

16:00～ 귀가(제3땅굴→전농동)

(3) 세계평화여성연합(도란도란 통일기행: 다문화가정)

◦교육 기간: 2013년 5월 21일, 6월 11일, 10월 15일(총 3회 진행)

◦교육 대상: 지부회원 및 지역시민(다문화가정 중심으로)

◦교육 인원: 경남지부(41명), 서울 광진지부(34명), 대전지부(41명),

서울동대문(43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장소 내용 참가자 강사

5.21.
판문점,

도라산역,

민통선

지역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특강,

분단현장견학

경남지부(41명) 김영희(한국정책금융공사)

6.11.
서울시광진지부

(34명)
박영학(큰샘방과후교실)

10.15. 대전지부(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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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평화여성연합(도란도란 통일캠프: 초등학생)

◦교육 기간: 2013년 7월 30일∼ 31일

◦교육 대상: 초등학생 4∼ 6학년

◦교육 인원: 8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진행: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의 특강, 화합과 협동을 위한 운동회,

통일골든벨, 모둠별 주제토론 및 발표, 통일기원 캠프파

이어, 현장견학

- 장소: 한울유스센터, 해군2함대 천안함

- 강사: 김송희(북한이탈주민 대학생)

(5) 세계평화여성연합(남북통일 기원제)

◦교육 기간: 연1회(1993년∼ 2014년 현재), 매년 1월 중

◦교육 대상: 초등학생 4∼ 6학년 학생, 지역시민 및 회원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장소: 강화 애기봉, 강원도 고성통일전망대, 임진각 등

- 진행: 통일기원사, 통일기원시 낭송, 통일기원 풍선날리기,

통일기원 연날리기 등 

(6) 어린이어깨동무(피스리더아카데미)

(가) 피스액터 ‘몸으로 평화를 말하다’
◦교육 기간: 2013년 8월 6일, 8일, 13일, 16일

◦교육 대상: 어린이 

◦교육 인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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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연극놀이 프로그램

- 강사: 박정열, 한희정, 오연주(연극놀이터 해마루)

(나) 피스 익스플로러 ‘평화의 현장을 가다’
◦교육 기간: 2013년 10월 12일, 19일, 26일

◦교육 대상: 어린이 

◦교육 인원: 16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강사: 이선영(전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팀 활동가),

홍소연(전 백범김구 기념관 자료실장)

(다) 피스리더 워크숍 ‘2013 평화지킴이 심화과정 -나는 평화의 씨앗’
◦교육 기간: 2013년 12월 14일

◦교육 대상: 어린이

◦교육 인원: 14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강사: 윤영미(여성주의 힐링드라마 연구소 NOW 소장)

(7) 어린이어깨동무(국제교류 워크숍)

(가) <한국워크숍> 동아시아어린이평화워크숍

‘동아시아어린이 따로 또 같이’
◦교육 내용: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평화란 어떤걸까?’ 주제로

2박 3일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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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워크숍> 한중어린이평화워크숍

◦교육 내용: 한중일 어린이 공동화작업 및 도문 등 두만강 접경지역,

백두산 답사 

(다) <일본워크숍> 남북어린이와 일본 그림마당

◦교육 내용: 그림전 참가, 재일 조선학교 및 일본학교 방문,

홈스테이 등 

(8) 어린이어깨동무(청년 통일교육 평화이음이)

◦교육 일정: 2013년 2월∼ 2014년 1월(매달 1회 정기모임)

◦교육 대상: 청소년 

◦교육 인원: 14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진행: 이성숙(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팀장)

- 활동자료집 ‘피스톡’ 발간: 평화로 걷는 전쟁기념관, 평화로 즐

기는 놀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공간

- 평화이음이-일리노이 HMD아카데미 2013 청소년 평화워크숍

(가) 어린이, 평화를 디자인하다

◦교육 일정: 2013년 2월 2일∼ 3일

◦교육 대상: 청소년

◦교육 인원: 1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획 및 모둠교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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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아시아 어린이 따로 또 같이’
◦교육 일정: 2013년 9월 6일∼ 8일

◦교육 대상: 청소년

◦교육 인원: 2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프로그램 기획, 통역, 모둠교사 활동

- 겨울캠프 ‘어린이, 평화를 디자인하다’ 기획 및 진행

- 동아시아어린이평화워크숍 ‘동아시아어린이 따로 또 같이’ 기획 

및 진행

(9)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SNS 통일열차)

◦교육 목적: 온라인에서 통일열차 그룹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활동

으로 통일교육 및 통일운동 확산

◦교육 기간: 2013년 1월∼ 12월

◦교육 대상: 통일열차 남한 출신 회원과 북한이탈주민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매년 일곱 번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통일현장학습 및 해외 현장

학습

- 통일열차 부산발 회령행, 대마도 탐방, 교촌치킨방문 창업탐방,

남북화합의 장, 영남지부 결성식, 철원 탐방 민통선 통일기행,

민족의 뿌리 찾기 국사문화원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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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통일문화기행)

(가) 봄 통일문화 기행

◦교육 기간: 2013년 4월 20일∼ 21일

◦교육 대상: 시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회원 등

◦교육 인원: 4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진도토요민속공연 관람, 가사도 선상 체험, 진도아리랑 배우기,

통일강연, 운림산방 등

(나) 가을 통일문화 기행

◦교육 목적

- 통일관련 현장 문화답사를 통해 분단과 민족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분단문제

를 현실적으로 접근

◦교육 기간: 2013년 10월 12일∼ 13일(강원도 화천·양구 일대)

◦교육 대상: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 및 청년·대학생,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교관,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 본 단체 회원 등

◦교육 인원: 7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 일정

10.12.

7:50 출발

12:00 ~ 13:30 식사, 이동 및 자유시간(화천 파로호→북한강 파로호)

13:30 ~ 14:30 북한강 파로호(유람선)



Ⅰ

Ⅱ

Ⅲ

Ⅳ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평가 87

일시 일정

10.12.

14:30 ~ 16:30 평화의댐, 평화의종 타종, 물문화관 관람

16:30 ~ 16:50 숙소(양구 오미리 체험마을)로 이동

17:00 ~ 18:00 강의(주제: DMZ 60년)

18:00 ~ 21:00 식사 및 뒷풀이

21:00 ~ 자유시간 및 취침

10.13.

08:00 ~ 09:00 식사

09:00 ~ 09:40 이동 및 두타연 출입수속

10:00 ~ 12:00 두타연 트래킹(7km)(민통선 안, 수입천, 금강산 가던 옛길)

12:00 ~ 12:20 버스 이동

12:20 ~ 13:10 식사

13:10 ~ 14:00 버스 이동(양구통일관)

14:00 ~ 15:00 을지전망대(DMZ, 해안마을 펀치볼조망)

15:00 귀가

(11)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대학생 통일워크숍)

◦교육 기간: 2013년 11월 9일∼ 10일

◦교육 인원: 35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장소: 강원도 고성, 인제, 양구 등

- 분단 현장 답사, 강연 2회(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최현진 DMZ 작가), DMZ바라보며 그림그리기 및 시 쓰기, 어울

림마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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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동북아 문화제 ‘만주에서 역사와 

평화를 만나다!’)
◦교육 기간: 2013년 8월 9일∼ 15일 

◦교육 인원: 4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백두산, 북중 접경지대(두만강, 압록강, 북한 조망), 항일 고구려 

발해유적지 답사

- 통일강연, 역사 강연, 현지 해설 

(13) 교육복지연구원(분단현장 기행)

◦교육 목적

- 통일문제 이해와 가치를 형성하는 ‘통일인문학’을 기반으로 통일

의식을 활성화

- 남북교류, 평화통일을 더 큰 틀에서 더 이해하기 쉽게 준비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생활 속에서 평화와 화해를 실천

◦교육 기간: 2013년 6월 11일∼ 12일(태풍전망대∼제4땅굴)

◦교육 대상: 수도권 시민

◦교육 인원: 50여 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일정 강사

6.11.
~
6.12.

9:30 ~ 21:00

연천태풍전망대-신탄리역-인제
DMZ생명평화동산 - ‘분단을 넘
어 통일로’ 강의
통일사행시 짓기/태극기 그리기
/통일노래 배우기

전숙희(교육복지연구원)
김령자(여성정치연맹)
조신일(어울림합창단)

8:00 ~ 18:00
양구통일전시관-을지전망대-제
4땅굴-양구안보전시관 기행

전숙희(교육복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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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북문화교류협회(통일안보 현장견학)

◦교육 목적

- 분단 70여년을 돌아보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통일

안보 현장 기행 

- 정부가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공론화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

대와 토대 마련

◦교육 기간: 2013년 6월 26일(강화 평화전망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교육 대상: 회원 및 북한이탈주민

◦교육 인원: 총 87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일정

6.26.

8:00 ~ 12:00 서울-강화평화전망대-역사박물관

12:00 ~ 13:00 점심(강화도 내)

13:00 ~ 17:00 인천공항-인천대교-인천상륙작전기념관 견학

17:00 ~ 18:00 현지 출발-서울 도착 해산

(15)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통일전망대 현장견학)

◦교육 목적 

- 북한이탈주민 초청강연을 통하여 올바른 북한관 정립

- 통일교육 소외 지역 주민 대상 통일교육

- 통일의식 제고 및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

- 현장을 통한 안보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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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2013년 10월 21일∼ 22일

◦교육 대상: 서울 및 경기 지역주민과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경기도 일산 고양지구 지역주민 및 회원 

◦교육 인원: 45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일정

10.21. 10.22.

6:30～9:00 집결 기상 및 식사

9:00～10:00

버스로 이동

자유 시간

10:00～11:00
버스로 이동

11:00～12:00

12:00～13:00 식사

13:00～14:00 식사 잠수정 견학

14:00～15:00
통일전망대 접수 안보 교육 및

견학

버스로 이동
15:00～16:00 통일전망대 견학 민통선 봉사

16:00～17:00 숙소로 이동 후 숙소 배정

17:00～18:00 식사 폐회 및 귀가

18:00～19:00

특강 및 질의응답:

북한 이탈 여성의 증언으로

북한사회 현실 직시

19:00～20:00 특강 관련 4행시 경연대회

20:00∼ 자유 시간 및 취침

(16)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통일캠프)

◦교육 목적 

- 통일교육의 사각지대인 7080세대 학부모와, 그들의 자녀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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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학생)들이 함께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여 남북분단의 현실

과 통일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

- ‘남북통일 희망세대’의 폭을 확대

◦교육 기간: 2013년 4월 13일∼ 23일(안보현장인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 등)간 총 3차 진행

◦교육 대상: 서울송파, 전북순창, 충남예산 지역 학부모 및 학생

◦교육 인원: 247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세부내용

8:00 집결 및 출발준비

8:00 ~ 11:00 출발→이동→임진각도착

11:00 ~ 11:40
임진각(전망대, 망배단, 자유의 다리, 장단열차, 평화의 종, 평화

누리공원 등 답사: 양성민 사무총장 안내 및 설명)

11:40 ~ 12:20 중식 및 DMZ 이동준비(땅굴사업소 출입 승인 및 입장권 구입)

12:20 ~ 16:00

∙임진각 출발→통일대교 검문소 통과→DMZ이동→제3땅굴

→도라 전망대→도라산역→임진각(현지 설명 및 차내 교육)

∙통일교육: 도라산역 구내(남북분단과 6·25 한국 전쟁: 양성민)

16:00 ~ 이동 및 해산

(17) 남북청소년네트워크센터(북핵정책에 관한 통일교육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 

◦교육 목적 

- 통일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 새 정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확산 

- 통일교육과 통일운동에 기여

◦교육 기간: 2013년 6월 5일∼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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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청소년통일교육전문가, 초중등교사, 통일교육위원 

및 통일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등 40명

◦교육 인원: 52명(참가자 40명, 강사 1명, 주제발표 2명, 토론자 

4명, 도우미 1명, 남북청소년 네트워크 관계자 2명,

국난극복해설자원봉사 2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일정 강사

6.5.

8:00 ∙집결 진행책임자

8:00 ~ 9:30

∙자료집(일정표)배부

∙차내간식배부

∙상호소개

∙일정소개/안내

∙이동

진행책임자

9:30 ~ 10:30
∙독립기념관 관람

대한민국의 국난극복
해설: 역사사랑모임

10:30 ~ 11:10 ∙이동(현충사) 진행책임자

11:10 ~ 12:10 ∙현충사 헌화 및 참배 현장 해설자

12:10 ~ 13:00 ∙중식 진행책임자

13:00 ~ 14:10 ∙이동(한옥마을) 차내 토론

14:10 ~ 14:30
∙침실배정/짐정리

∙강의계획공지

14:30 ~ 14:40 ∙개회식 김남열(남북청소년네트워크)

14:40 ~ 17:00
∙강의: 통일한국의

미래

강사: 허문영(통일연구원)

사회: 이선웅(남북청소년

네트워크)

17:00 ~ 18:00 ∙석식

18:30 ~ 19:00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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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정 강사

6.5.
19:00 ~ 21:30 ∙청소년 통일교육 (1)

발표: 이선웅(남북청소년

네트워크)

사회: 황득현(국가발전미래

교육연구회)

토론: 박종길(한국신지식인

교육진흥원)

이희호(통일교육위원)

21:30 ~ ∙친교/취침

6.6.

6:30 ~ 7:00 ∙기상/송림산책

7:00 ~ 8:00 ∙조식

8:00 ~ 10:30 ∙사회 통일교육 (2)

발표: 김영시(통일교육위원)

사회: 김도연(동방그룹)

토론: 송영수(뉴혁신교육

컨설턴트)

장종호(통일교육위원)

10:40 ~
∙귀경

∙인사/마무리

◦기타 프로그램

- 친교의 시간운영: 소통의 주제를 체험하는 친교(제목: 보지 않고 

마음읽기) 등을 준비하여 음주 등 일상적인 친교방법을 지양한 

하고 남북청소년네트워크의 자체봉사로 화합의 분위기와 통일염

원의 일체감 조성

- ‘한시’로 통해 본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소통잠재력 확인 

- 특강 및 주제발표시간에 질의응답을 요구하였으나 다하지 못한 

참가자들에 대한 단체내의 임원들의 일대일 방식의 문답식소통

시간 부여로 전원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친교의 시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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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이동시 참가자 중의 희망자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통일교육

과 관련된 사회현상과 본인의 참가소감 등을 발표하는 시간 부

여로 적극 참여유도

(18)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제17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야영

수련회)

◦교육 목적

- 통일대비 청소년의 의식 계도

- 청소년의 통일 야영수련회를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

- 청소년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 및 통일에 대비한 자질 함양

◦교육 기간: 2013년 6월 20일∼ 21일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교정, 서울통일관, 와룡산 

일대, 임진각)

◦교육 대상 및 인원: 고등학생 397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일정

6.20.

(1일차)

7:30
∙집합 및 설영
∙집합 집결, 준비물점검
∙사전교육, 설영 영지 배정 및 설영

9:00 ∙개영식

9:30
∙통일교육 초청특강
∙주제: 북한의 실상과 이해
∙강사: 김영희(북한이탈주민)

11:00 ∙중식(교내식당, 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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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정

6.20.

(1일차)

12:00

∙임진각 안보현장 체험학습

11:40 통일관 앞 집합완료, 버스 탑승

12:00 ~ 14:00 이동(학교→임진각)

14:00 망배단 집합

14:00~14:30 철마,자유의 다리 견학

14:30~15:00 임진각 전시관 등 자유견학

15:00 망배단 집합

15:00~16:00 통일○×퀴즈 대회

16:00~18:00 이동(임진각→학교)

∙통일○×퀴즈 계획

- 준비·진행: 지도교사, 조교
- 준비물: 퀴즈문제, ○×판, 호르라기, 줄, 메가폰

- 시상: 10명(순위가리지 않음)

18:00
∙취사 및 석식

∙버너사용 안전지도: 지도교사, 조교

19:00

∙심성수련·평화통일염원 축제의 밤
- 지도: 심성수련 강사(김성수, 리더십강사)
- 오프닝 공연: 밴드, 4-H, 치어응원단, 댄스
- 심성수련-1: 자존감(나는 내가 최고야)
- 장기자랑: 수련생
- 심성수련-2: 윈-윈, 배려게임(가위바위보)
- 보컬공연: 서서울생활과학고 실용음악과
- 캠프파이어 선서: 교장
- 파이어레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캠프파이어: 보컬 백뮤직, 사회자 통일멘트
- 심성수련-3: 촛불명상(양초, 종이컵 개별준비)

호국정신계승하여통일한국역군되자

21:40 ∙점호 및 취침 준비/학급담임 취침지도

22:00 ∙취침

6.21.

(2일차)

6:00 ∙기상 아침 체조, 명상

6:30 ∙아침 산행 담임, 조교

7:00 ∙취사 및 조식 버너사용 안전지도: 담임, 조교

8:00 ∙주변정리: 텐트를 제외한 모든 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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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정

6.21.

(2일차)

8:30

~

8:45

∙교실 이동(08:45까지 집합 완료)

∙수련생: 교실, 3학년: 강당/1교시 교과담당 인솔

∙전교실 방송 중계

9:00

∙통일교육특강

- 강사: 나경원(평창동계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 대상: 전교생(수련생: 교실, 3학년: 강당)

※ 특강 후 3학년 교실 이동 후 3교시 수업

10:30 ∙소감문 작성, 지도교사와의 시간

11:00 ∙텐트 철수 및 폐영식 준비

11:30 ∙폐영식

12:00 ∙종례 및 점심식사 후 귀가

(19) 동학민족통일회(동민회 평화 포럼: 갈등을 넘어 상생과 

공영의 미래로) 

◦교육 목적

- 남북평화통일의 기본은 남남 갈등 해소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 통일교육은 온 국민의 통일에 관한 의견과 지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 접근 방법으로 포럼을 실시

하고 실천 방안모색

- 남북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단 현

장을 직접 돌아보며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다짐할 수 있는 통일기행

을 함께 시행  

◦교육 기간: 2013년 10월 25일, 11월 19일(인제 DMZ 평화공원)

◦교육 대상: (사)동학민족통일회 회원, 연대단체 회원

◦교육 인원: 총 100명(일반시민 70명, 회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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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횟수 일시 일정 강사

1회 10.25.

10:30 ~ 12:30

통일의 길과

통일조국의 모습
정성헌(DMZ평화공원)

약정토론 김용휘(고려대)

종합토론 사회: 김동민(성공회대)

13:30 ~ 17:30 DMZ 기행
진행:
이재선(동학민족통일회)

2회 11.19.

7:00 수운회관 출발

10:30 포럼

사회:
김동민(성공회대 교수)

발표: 정성헌(한국DMZ
평화생명동산)

토론: 김용휘(고려대)

12:30 식사

13:30 평화동산 관람

14:30 전망대 및 땅굴관람

17:30 출발

(20) 선진통일교육센터(부모님과 함께하는 북한어린이 생활

체험 캠프)

◦교육 목적 

-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생존체험, 학교생활, 방과후 생활체험 등)

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영상과 자료 

및 증언을 통해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

- 북한 생활과 문화를 똑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올바

른 통일의식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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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함께하는 북한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의 소중함과 인권의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교육 기간: 2013년 10월 24일(임진각, 판문점 등)

◦교육 대상: 전국 청소년 +동반 학부모 

◦교육 인원: 41명(청소년, 학부모, 탈북교사, 운영진)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일정 비고

8:50 ~ 9:00 인원체크 및 차량탑승 실무담당

9:00 ~ 11:00 차량이동(공지사항 및 일정안내) 실무담당

11:00 ~ 13:00
임진각 탐방 및 점심 식사

(강의: DMZ는 어떤 곳일까?)
이상신(통일교육 강사)

13:00 ~ 15:30

판문점, GOP 등 견학 분단을 넘어 통일로! 미래로!

판문점 등 통일안보

현장교육 및 영상 관람

(오성호 대표/뮤지컬공연단장)

입장 및 판문점 견학

통일교육용 영상 관람 등

15:30 ~ 17:30

북한어린이 놀이문화 체험 및

행복한 통일특강

(병끼고 달리기, 륜끼고 달리기,

기관차 달리기, 눈 가리고

그림그리기 등)

이옥실, 김춘화

(탈북인교사/임진각평화누리

공원)

17:30 ~ 20:00 차량 이동 및 식사 후 귀가 실무담당

(2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어린이 및 청소년 통일역사기행)

◦교육 목적

- 초등 및 중학생들의 분단현장 체험기행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21세기 통

일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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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광주지역 2013년 6월 13일∼15일/10월 24일∼26일

전남지역 6월 27일∼29일

◦교육 대상: 광주 및 전남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교육 인원: 광주지역 초등학생 45명 및 중학생 45명,

전남지역 초등학생 45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광주지역 어린이 DMZ 통일캠프>

일시 장소 교육대상 주제 내용

6.13.

∼

6.15.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DMZ

광주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등 45명

분단현장에서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DMZ 견학 및 철책선 걷기

등 분단현장 체험

∙통일수업, 통일골든벨, 조별

토론 등 현장 통일교육프로

그램 진행

<전남지역 어린이 DMZ 통일캠프>

일시 장소 교육대상 주제 내용

6.27.

∼

6.29.

강화도,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DMZ

전남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등 45명

분단현장에서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DMZ 견학 및 철책선 걷기

등 분단현장 체험

∙통일수업, 통일골든벨, 조별

토론 등 현장 통일교육프로

그램 진행

<광주지역 청소년 DMZ 통일캠프>

일시 장소 교육대상 주제 내용

10.24.

∼

10.26.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DMZ

광주지역

중학교

1～3학년생

등 45명

분단현장에서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DMZ 견학 및 철책선 걷기

등 분단현장 체험

∙통일수업, 통일골든벨, 조별

토론 등 현장 통일교육프로

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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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일교육연구원(통일 및 안보현장 체험활동) 

◦교육 목적

- 연속강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남북관계 이해도 제고

- 정부의 대북정책 공론화  

-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준비 노력 유도

◦교육 일시: 2013년 10월 10일 

◦교육 대상: 통일동우회원

◦교육 인원: 100여 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일정

9:00 참가자 확인

9:10 ~ 10:30 철원이동, 교육일정 및 안보상황 해설

10:30 ~ 11:30 특별강좌: 한반도프로세스와 남북관계 현황(양재성, 광운대)

11:30 ~ 12:00 승일교 및 고석정 견학

12:00 ~ 13:00 식사

13:00 ~ 17;30 안보현장견학-철원군 문화해설사 안내

18:20 ~ 19:00 식사

(23) 통일민주협의회(2013 통일 한문화체험 지도자 워크숍)

◦교육 목적

- 남·북·중·러 등 8천만 대표와 한민족이 된 다문화가정 등 80명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통일한문화세계’를 주제로 연구 발표를 하

여 글로벌 통일한문화 세계 건설 방안을 모색

- 참가자들이 살다 온 출신국마다 다른 문화를 발표하여 그 다름을 

공유하며 새로운 한민족공동체 문화의 필요성을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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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온 미래의 주역들과 한국인 간에 멘토링을 맺고 워크숍 기간 

중 교류와 친교를 강화하며 맺은 일대일끼리 자작나무힐링트레

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의 글로벌통일한문화세계 만들기 예

행연습을 하여 글로벌한마을 실천운동을 전개

◦교육 기간: 2013년 6월 22일∼ 23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모험레포츠연수원, 6·25전적지,

3·8선, 만해기념관, 자작나무숲, 기타)

◦교육 대상: 남한통일지도자, 북한이탈주민대표, 사할린귀국자대표,

중국동포, 대한민국 국민

◦교육 인원: 81명(포럼 참석자 67명, 저녁한마당자리 13명,

모니터 1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주제 강사

강의

글로벌통일한문화세계 연구와 모색:

북한 시각으로
최창국(북한이탈주민)

글로벌통일한문화세계 연구와 모색:

남한 시각으로
박영일(인하대)

사회: 신맹순(인천연구소소장)

토론: 송수호(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김동규(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글로벌

다문화

한마당

교실

∙글로벌다문화 조별 체험 교류:

- 참석을 희망한 분들을 중심으로 본부에서 8개조 8개국 명찰을 만

들어 팀장 중심으로 교류

- 8개국은최근북한이탈주민들이탈북을하며정착해가고있는곳을

우선시하였고예외적으로사할린영주귀국자들이동참하고있어

서 한 곳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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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다문화한마당교실>

- 웃녁마을조, 아랫마을조, 사할린조, 영국조, 호주조, 캐나다조, 일

본조, 미국조각 

- 각 조 안에는 남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사할린영주귀국자, 조선

족 등이 공평하게 어우러지게 함. 다과와 간식을 나누어 줄 때도 

아예 8개 조별로 나누어 주도록 8등분을 하여 먹고 마시면서부

터 친교하게 함.

<어울한마당 진행>

- 사회자: 최중환(1기 기대표)

- 바베큐파티

- 다문화어울한마당

- 북한이탈주민들의 즉석 분위기 마당

<앞서온 미래 글로벌통일한문화세계 만들기 예행교실>

- 만해기념관 체험방문

- 자작나무숲 힐링 체험 트레킹

- 글로벌통일한문화세계 연구와 모색 

(24) 평화문제연구소(DMZ 안보견학 및 평화염원 체험프로그램)

◦교육 목적

- 통일한국 시대, 한반도 주변국의 기대이익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의 후속 프로그램

- 안보견학과 함께 국제적 평화염원을 모으기 위한 현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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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2013년 10월 25일 

◦교육 대상: 국제학술회의 국내 및 해외 참가자 등 

◦교육 인원: 3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견학 프로그램: 임진각→제3땅굴→도라산 전망대→남북출입국

사무소→도라산역→통일촌→해마루촌→ JSA

부대→자유의 다리→증기기관차→평화염원 메

시지 체험(리본달기, 21톤 평화종 타종 체험)

(25)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가족이 함께하는 통일캠프)

◦교육 목적 

- 통일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인 청소년들의 국가안보의식을 강화

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

- 걸스카우트 대원뿐만이 아닌 경기도내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흥

미로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DMZ 일대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생

태계를 보며 자연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움.

◦교육 기간: 2013년 8월 1일∼10월 22일(파주임진각 및 DMZ 일원)

◦교육 대상: 경기도내 걸스카우트 대원 및 일반청소년과 가족,

지도교사

◦교육 인원

- 청소년 176명, 성인 60명(걸스카우트 대원 및 가족)

- 인솔지도자 20명(교사)

- 운영요원 15명(한국걸스카우트연맹 지도자, 실무자,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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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일정 비고

8:00 ~ 9:00 진행팀 집결 OL포인트 설치 및 역할 분담

9:00 ~ 9:30 지역별 집결 및 이동 임진각 집결 및 참가자확인

9:30 ~ 12:30
임진각
전적지탐방

∙도라산역
(출입국사무소
및 승강장 입장)

∙제3땅굴

∙도라전망대
(안보영상교육
및 DMZ전시
관람)

∙남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승
강장으로남북화합기원의장
소인남북출입사무소에서직
접 안보체험교육을 실행

∙북한의무력남침흔적인제3
땅굴(깊이 73m, 군사분계선
170m거리) 탐방을 통해 국
가 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을바라볼수 있는남측
의 최북단 전망대인 도라전
망대 탐방을 통해 국가안보
의 중요성 인식

12:30 ~ 14:00 식사
파주개성인삼인축제
-먹거리부스이용

14:00 ~ 16:00

∙통일미션 런닝맨
- 오리엔테이션
- 문제지 및 지도 배부

∙통일미션 런닝맨 활동
- 통일상식 O X퀴즈
- 북한말, 우리말 맞추기
- 태극기그리기(정확히)
- 전적물을 찾아라
- 다함께 통통통~일 한컷
(가족모두가 공중부양 사진
담기)
- 임진각 전적물 문제풀기

∙시상

∙지도 힌트를 보고 임진각내
통일관련 전적물을 찾아 전
적물에 대한 이해 제고

∙전적물 곳곳에 숨겨진 통일
미션을 찾아 수행

∙퀴즈와 운동을 결합하여 통
일관련 미션을 수행, 체력
단련 및 호국정신 함양

∙통일미션을 통해 팀원과의
유대관계를 형성,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함양

∙대회 시상을 통해 격려

16:00 ~ 귀가 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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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민화협(대학생 평화통일캠프)

◦교육 목표 

- 통일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건

강한 사고와 균형 잡힌 통일관을 형성

- 대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친숙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통일문제와 관련한 이해 증진 

-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은 젊은 세대들

에게 통일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분단·평화·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사고 형성에 기여

◦교육 기간: 2013년 7월 2일∼ 5일

◦교육 대상: 대학생(국내 대학생, 외국인 대학생, 해외동포 대학생 등)

◦교육 인원: 76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일정 비고

7.2.

(1일차)

9:00 ~ 9:30 등록(기념품, 명찰 수령)

10:00 ~ 10:20 발대식/오리엔테이션

10:20 ~ 11:10
강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
마경조
(통일부)

11:10 ~ 11:40 모둠편성 및 인사나누기

11:40 ~ 12:40 이동(서울→경기도 파주)

12:40 ~ 13:30 식사

13:30 ~ 14:20 탐방·브리핑: 최북단역 도라산역을 가다
권영칠
(통일부)

14:20 ~ 15:00
탐방: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을 바라

보다

15:00 ~ 16:30 숙소로 이동 및 배치(연천김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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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정 비고

7.2.

(1일차)

16:30 ~ 18:00 강의: 정전60년, DMZ
이영동
(통일교육
위원장)

18:00 ~ 19:00 식사

19:00 ~ 21:00
대학생 토론 및 생각나누기: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모둠별
토론

21:00 ~ 22:30 모둠별 모임: 안녕! 친구야, 반갑다.

7.3.

(2일차)

7:30 ~ 8:30 식사

8:30 ~ 9:30 이동(숙소→열쇠전망대)

9:30 ~ 11:00 탐방: 열쇠전망대(엽서쓰기)

11:00 ~ 12:00 이동(열쇠전망대→철원), 철원지역 탐방

12:00 ~ 13:00 식사

13:00 ~ 14:00 탐방: 금강산 가는 옛 철길

14:30 ~ 17:30 통일염원 공동체 체험: 한탄강 래프팅

17:30 ~ 18:00 숙소로 이동 및 배정(철원병영체험수련원)

18:00 ~ 19:00 저녁식사: 철원병영체험수련원

19:00 ~ 20:30 강의: 통일미래의 주인공은 우리!
박현선

(이화여대)

20:30 ~ 22:30 모둠별활동: 우리가바라는통일도시구상

추재훈

(경실련

통일협회)

7.4.

(3일차)

7:00 ~ 8:00 식사

8:00 ~ 10:00 이동(철원→화천 평화의 댐)

10:00 ~ 11:30 탐방: 화천 평화의댐 및 평화의 종 타종
평화의댐

상주 강사

11:30 ~ 13:00 식사

13:00 ~ 13:20 이동: 청수골식당→동면월운초소 앞

13:30 ~ 17:00
평화통일 대행진: (민통선 內 12KM)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걸어요!

강원도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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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정 비고

7.4.

(3일차)

17:00 ~ 18:00 숙소로 이동 및 배정(청춘양구힐링하우스)

18:00 ~ 19:00 식사

19:00 ~ 20:00 모둠활동: 통일심시티 만들기

20:00 ~ 22:30 화합의 밤: 우리의 통일열정, 모여라!

7.5.

(4일차)

8:00 ~ 9:00 식사: 청춘양구힐링하우스

9:00 ~ 11:00 온몸으로 느끼는 평화

여혜숙

(평화여성

연합)

11:00 ~ 12:00 캠프를 돌아보며: 설문, 활동 영상 등

12:00 ~ 14:00 식사

14:00 ~ 16:30 서울로 출발·도착

(27) 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힐링캠프)

◦교육 기간: 2013년 10월 18일∼ 19일

◦교육 대상: 10대∼ 50대 가족단위

◦교육 인원: 37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몸으로 소통하기

- 영화로 보는 평화(빅 미라클)

- 마음으로 소통하기/역할극

- 평화로운 원예힐링/내가 만드는 평화마을 꾸미기

- 강사: 이권명희, 박인혜, 문경아, 손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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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평화를만드는여성회(세대공감 평화기행)

◦교육 일시: 2013년 9월 7일

◦교육 대상: 10∼ 50대 가족단위

◦교육 인원: 76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파주 연천의 지역 평화기행

- 황포돗배 타고 분단현장 돌아보기

- 연천 열쇠전망대 탐방

- 평화윷놀이/북녘친구들에게 평화엽서 쓰기

- 분단현장의 역사에 대한 강의

- 강사: 이영동(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

(29) 한국YMCA연맹(평화세계지도자 세미나)

일시 일정

7.3.

15:00 ~ 15:30 등록

15:30 ~ 16:00 ∙개회 예배

16:00 ~ 18:00

∙Session 1 남북한정부의통일정책이해와에큐메니칼통
일운동 구상(국제정치와 지정학적 관점으로)

- 민·관통일운동을중점으로한남북한정부의통일정
책 이해
- WCC 한반도평화통일선언의의미와에큐메니칼통
일운동 구상
* 발표: 김용복(생명평화센터 고문)→그룹토론

18:00 ~ 19:00 식사

19:00 ~ 21:00

∙Session 2 대화모임: 하나님나라와한반도평화통일운동
1. 철원에서 꽃피운 한반도 평화통일
*화자: 정지석(국경선평화학교 대표)
2. 한반도 평화통일을 꿈꾸다
*화자: 한완상(전 통일부 총리)

21:00 ~ 21:30 ∙친교: 참가자 인사와 기대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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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정

7.4.

08:00 ~ 09:00 기상 및 식사

09:00 ~ 12:00

∙Session 3 한국YMCA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 제안

1. 밤나무 보내기 사업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발표: 노정선(YMCA 통일위원장)

2. 지역사회의 통일운동 현황과 전망

*발표: 윤기종(YMCA 사회교육위원장, 안산통일포럼

대표)

*발표: 김태성(제주YMCA 사무총장)

09:00 ~ 12:00

3. 한반도 평화통일과 대북협력운동(대북인도적지원과

개발협력사업)

*발표: 김동진(한신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12:00 ~ 13:00 식사

13:00 ~ 15:00

∙Session 4 한국YMCA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의 방향 1

에큐메니컬 국제연대와 지역사회 밤나무 캠페인 실천

방안- 실행 매뉴얼

*발표: 이윤희(생명평화센터 사무국장)

→그룹 토론→전체 토론

15:00 ~ 18:00 ∙소이산 평화 순례

18:00 ~ 19:30 식사

19:30 ~ 20:30

∙이야기 나눔: 내 삶 가운데 피어난 평화통일

- 북한교류의 경험을 통해 증언하는 통일운동가로써

삶의 이야기

*발표: 이일영(아주대 의대, 통일운동가)

20:30 ~ 21:30 ∙통일을 향한 YMCA 평화의 시간: 평화의 기도 나눔

7.5.

08:00 ~ 09:00 기상 및 식사

09:00 ~ 10:00 ∙외국 평화운동가가 보는 남북한 현실과 통일

10:00 ~ 11:30
∙마무리평가와 과제 정리: 한국YMCA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의 방향 2

11:30 ~ 12:30 점심 식사

12:30 ~ 15:30 ∙DMZ 평화순례

15:30 ~ 해산



110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Ⅳ(1)

(30) 한국YWCA연합회(길 위의 평화학교)

◦교육 목표

- 여성, 평화, 통일에 대한 감수성 및 의식 향상 

- 국가/지역별 평화통일운동의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 여성평화운동의 비전 확립과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교육 기간: 2013년 8월 19일∼ 23일

◦교육 인원: 72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연길문화탐방

-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방문

- 제3차 여성이 만드는 평화와 미래(우리가 생각했던 평화 vs 생각

하는 평화)

- 평화기행(용정, 도문, 백두산)

- 평화나눔

- 평화학교, Peace Action 10: 함께 이루어가는 평화의 길 등

라. 공모전 및 행사 유형

공모전·행사 유형의 프로그램은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

표대회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는 행사 성격을 띤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는 아래<표 Ⅲ-4>와 같다. 이 중 한민

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는 매년 웅변대회 형식의 통일관련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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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4 2013년 공모전 및 행사 유형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번호 주관 단체 프로그램명 소속 협의회

1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 리빙라이브러리

통일교육협의회·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2 〃 희망릴레이 청년쇼 〃

3 교육복지연구원 평화통일축제 통일교육협의회

4 세계평화청년연합
2013 청소년 가상통일

발표대회
〃

5 좋은벗들
북한 바로 알기와

통일영화제
〃

6
한민족통일

여성중앙협의회

제11차 전국

통일스피치대회
〃

7 한국통일교육학회

임진각(통일염원

리본달기)·판문점·CIQ·
도라산역 방문,

남북청소년

통일글짓기대회

통일교육협의회

8 민화협
청소년통일문화한마당

평화통일글짓기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9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

10 한국YWCA연합회 얘들아 ‘함께’ 밥먹자 〃

11 〃 평화콘서트 〃

위의 표에서 보여준 2013년 각 기관에서 수행한 사회통일교육 유형

의 교육 목표, 사업기간,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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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청년 리빙라이브러리)

(가) 제1차 청년 리빙라이브러리

◦교육 기간: 2013년 5월 31일, 19:30∼ 20:00

◦교육 대상: 20∼ 30대 

◦교육 인원: 4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주제: 평화에 이르는 길, 청년과 차별

- 사람책 4명, 공연 2팀

- 김성환(20대파티 대표): 세상을 바꾸는 정치, 유쾌하게 해볼 수는 

없을까?

-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비대위원장): 청년 이주노동자의 삶, 다문

화가 춤춘다면 어떨까?

- 조성주(경제민주화2030연대 대표): 청년 취업, 힘들게 들어가도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요∼

- 홍리나(재일동포 청년): 자이니치 청년과 조선‘적’, 이게 뭐예요?

- 공연: 우리나라 이광석/김형 들꽃 제주 회원 

- 청년 일반 참가자: 1, 2부 통해 총 2명의 사람 책을 만날 수 있음.

(나) 제2차 청년 리빙라이브러리

◦교육 기간: 2013년 12월 22일, 18:30∼20:30/흥사단 강당

◦교육 대상: 20∼ 30대 청년 

◦교육 인원: 45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주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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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책 4명

- 김소정(어린이 평화통일교육 청년교사): 분단 국가, 그리고 청년

- 김정태(사회혁신투자컨설팅):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시민,

그리고 청년

-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한반도 평화통일과 안보, 그리고 청년

-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한반도 평화통일과 사회문화,

그리고 청년

- 청년 일반 참가자: 1, 2부 통해 총 2명의 사람책을 만날 수 있음.

(2)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희망릴레이 청년쇼)

(가) 제7차 희망릴레이 청년쇼 

◦교육 기간: 2013년 6월 26일, 19:00∼ 22:00

◦교육 인원: 5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주제: 청년이 직접 만드는 평화와 통일

- 1부(오영식 국회의원 강연)

- 2부(청년 평화통일역사 동영상 관람·제작: 대통아 4기)

- 3부(시원한 팥빙수와 함께 하는 테이블 토크)

(나) 제8차 희망릴레이 청년쇼

◦교육 기간: 2013년 11월 30일, 13:30∼ 16:00

◦교육 인원: 5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주제: 청년이 만들어가는 오늘과 희망 “잠깐만요! 청년의 오늘 

좀 보고 가실게요∼”



114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Ⅳ(1)

- 1부: 토크쇼 ‘네가 깜짝 놀랄만한 청춘 이야기’
(이재흥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희망을 현실로 꿈을 직업

으로! 희망별동대’)
(박종범 우리가총각네 농촌기획자 ‘1년 후에도 부끄럽지 

않은 농촌기획자’)
(최종열 자전거여행 만화가 ‘유럽과 일본에서 자전거 타고 

쌩쌩∼’)
- 2부: 대학로 옥상에서 청춘의 고민을 외치다! ‘내가 답답해 죽어

봐야 정신 차리지!?’

(3) 교육복지연구원(평화통일축제)

◦교육 목적

- 통일문제 이해와 가치를 형성하는 ‘통일인문학’을 기반으로 통

일의식을 활성화

- 남북교류, 평화통일을 더 큰 틀에서 더 이해하기 쉽게 준비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생활 속에서 평화와 화해를 실천

◦교육 기간: 2013년 6월 18일

◦교육 대상: 수도권 시민

◦교육 인원: 1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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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6.18.

11:00 ~ 14:00

통일축제: 통일노래대회 /

소감발표/통일퀴즈대회/

평화통일카드 만들기

박인억(한마음교육연구소)

조신일(어울림합창단)

김령자(여성정치연맹)

14:00 ~ 16:30

거리 캠페인(평화통일인식

확대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통일카드 전달)/평가회/

수료식

박인억(한마음교육연구소}

전숙희(교육복지연구원)

(4) 세계평화청년연합(2013 청소년 가상통일 발표대회)

◦교육 목적

- 청소년들에게 민주-평화적인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올바른 가치

관을 교육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자기주도의 참여형 학습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제시

-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의 필요한 지식과 정보 및 리더십

을 교육

◦교육 기간: 2013년 10월 15일∼ 11월 1일   

일시 교육 대상

8.1. ~ 9.30. 사전교육: 학교 및 교육청 대회참가 협조공문 발송

10.15. 경남 창원 반송여자중학교 350명

10.25. 경남 창원 중앙중학교 350명

10.30. 서울 선정고등학교 80명

11.1. 경남 창원 호계중학교 350명

11.1. 경남 창원 반송중학교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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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교육 인원: 1,53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2013 가상통일 발표대회> 

일시 일정 비고

13:00 개회선언 사회자

13:00 ~ 13:05 국민의례 다같이

13:05 ~ 13:10 내빈 소개 사회자

13:10 ~ 13:25 환영사 교장

13:25 ~ 13:30 축사 세계평화청년연합 회장 또는 지회장

13:30 ~ 14:00 주제발표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

14:00 ~ 14:10 오리엔테이션 사회자

14:10 ~ 14:40 가상통일발표대회 학생대표단

14:40 ~ 14:50 질의 및 응답 학생대표 및 청중

14;50 ~ 15:00 심사평 심사의원

15:00 ~ 15:20 통일 OX 퀴즈 다 같 이

15:20 ~ 15:30 시상 수 상 자

15:30 폐회 및 기념촬영 다 같 이

 <2013 통일두드림 교실>

◦교육 목적

-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분단현실과 통일의 중요성 교육

- DMZ를 방문해서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 현장체험과 평화의 편지 작성

◦일정: 2013년 11월 8일, 19:00∼ 11월 10일, 16:00(버스로 출발)

◦장소: 나룻배마을(경기도 연천군), 열쇠전망대

◦참가 인원: 청소년 71명/스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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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11월 8일: 모임 및 출발/개회식/특강1/조모임

- 11월 9일: 자연체험 및 봉사활동/특강2/레크레이션 

- 11월 10일: 열쇠전망대/폐회식/귀가

◦강의: 라훈일 단장(민통선통일봉사단), 황성윤 대표(드림캠퍼스)

일시 11.8. 11.9. 11.10.

7:00 ~ 7:30 기상 및 운동

7:30 ~ 9:00 식사

9:00 ~ 11:00
민통선 봉사활동

열쇠 전망대

11:00 ~ 12:00 소감문 및 폐회

12:00 ~ 13:00 식사

13:00 ~ 16:00 민통선 봉사활동

귀가

16:00 ~ 19:00 식사

19:30 ~ 21:00 버스로 이동 특 강(분단과 통일)

21:00 ~ 22:30 개회식 및 특강 레크리에이션

22:30 ~ 팀 모임 후 취침 취침

(5) 좋은벗들(북한 바로 알기와 통일영화제)

◦교육 목적

- 전국의 각 지역 자원 활동가와 북한이탈주민, 지역단체와의 지

역적 연대를 도모하여 인적, 물적 교류의 활성화

- 영화를 매개로 한 통일교육의 대중화 

◦교육 기간: 2013년 6월 14일∼22일 

◦교육 대상: 서울 및 부산 평화재단 회원과 일반시민 

◦교육 인원: 1200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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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지역 일시 영화제목 감독 장소(인원)

서울 6.22. 14:00 ~ 18:00 할매꽃 문정현 평화재단(100명)

부산해운대 6.14. 19:00 ~ 21:00 〃 〃 부산 미디어센터(80명)

(6)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제11차 전국 통일스피치대회)

◦교육 목적 

-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통일준비운동(당위성에 대한 제고와 홍보)

- 청소년과 일반인의 통일의식 고취

-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인 통일과업 동참

의식 제고 

◦교육 기간: 2013년 11월 2일 

◦교육 대상: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시민, 북한이탈주민 중 13명 

선발

◦교육 인원: 35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내 용

식전행사: 통일영상 상영 및 참가자 환영 합창

창립 제24주년 기념행사

14:30 ~ 15:50

제11회 전국통일스피치대회

∙초등학생 3분, 중고생 5분, 대학생과시민및북한이탈주민 6분

∙발 표: 12명

∙입상자 심사 및 발표 준비(심사 준비시간-특별순서)

- 시낭송(시인 김양임-사람아 사람아)

- 국가 보훈위문공연단 축하공연 및 연주

∙입상자 발표 12명–심사위원장

15:50 ~ 16:10 시상 및 단체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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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통일교육학회(임진각(통일염원 리본달기)·판문점·

CIQ·도라산역 방문, 남북청소년 통일글짓기대회)

◦교육 목적 

- 전후세대 남북청소년들의 분단현실 인식제고

- 분단 현장을 되돌아보며 안보의식 고취

-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통일교육 자료 제공

◦교육 기간: 2013년 10월 23일(분단현장 견학 및 통일글짓기),

11월 5일(시상식)(장소는 판문점·CIQ·임진각)

◦교육 대상: 수도권지역 중·고등학생 및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육 인원: 총 93명(학생 83명, 인솔교사 및 관계자 10명)

◦교육 내용

- 한국통일교육학회는 2000년 ‘여보세요, 거기 북한이죠’를 주제로 

제1회 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중국 조선족, 탈북청

소년 등 남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행사 개최

-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교에 행사 안내 공문 접수 후 학교별로 

참가자 모집

- 14회를 맞는 본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남북 분단 현실을 올바

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판문점 견학, CIQ, 임진각, 도라산역 방

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분단의 아픔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학

습 진행

- 이후 청소년들이 느낀 통일의 필요성을 글로 옮기는 통일글짓

기 대회 진행

-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 각 통일교육시범학교 및 유관기관에 

보급,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



120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Ⅳ(1)

(8) 민화협(청소년통일문화한마당 평화통일글짓기)

◦교육 기간: 2013년 6월 1일, 8:00∼ 18:00

◦교육 대상: 중·고등학생

◦교육 인원: 114명(중학생 40명, 고등학생 74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장소: 파주일대(도라산역,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등)

- 글마당, 만화마당, 영상마당, 사이버 마당 및 체험 행사로 구성

- 각 마당별 경연 형식

- 글감: ① 모두가 행복한 통일세상 꿈꾸기, ② 북녘 친구들에게,

③ 통일이 되면 비무장 지대를 어떻게 이용할까?(155마일

(250km), 3억평), ④ 경의선을 타고 파리까지 가는 수학

여행, ⑤ 내가 통일방송국 PD라면, ⑥ 내가(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준비

- 프로그램: 전문강사(이영동 통일교육위원장)와 분단현장 방문(도

라산전망대, 도라산역, 남북출입사무소 입출경체험), 통

일교육 강의(통일부 권영칠 주무관), 평화통일 글짓기,

평화통일염원 만들기 체험

- 심사위원(4명): 이경형 민족화해지 편집인, 구순희 한국문인협회,

김평엽 평택효명고 교감, 이경자 한국작가회의 

- 시상내역: 통일부장관상, 서울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 민화협 

상임의장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상

- 수상인원: 대상 1편, 최우수상 4편, 우수상 6편, 장려상 6편,

입선 8편



Ⅰ

Ⅱ

Ⅲ

Ⅳ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평가 121

(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교육 목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질적 개선, 통일교육 지도 

사례 발굴

◦교육 기간: 2013년 9월 23일∼11월 8일

◦교육 인원

- 참가 작품 수: 168편-초등 창체활동 연구부문(94명), 초등 교과

지도 연구부문(36명), 중등 창체활동 연구부문

(20명), 중등 교과지도 연구부문(18명)

- 지역별 출품 수: 서울(32편)·경기(57편)·대구·인천·대전·충북·

경북·경남(각 10편)·기타시도(5편 이하)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통일교육 실시 후 연구보고서 제출(수업지도 사례), 초등과 중

등으로 분리

- 최소 168개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창체활동이나 교과지도와 연계하여 운영

(10) 한국YWCA연합회(얘들아 ‘함께’ 밥먹자)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운동 간 연계(생명운동: 우리쌀 소비 및 아침밥 먹기+통일운동:

북한어린이돕기)를 통한 관심과 참여, 각 지역의 학교 앞 진행

(52개 지역 중 15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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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YWCA연합회(평화콘서트)

◦교육 기간: 2013년 10월 17일

◦교육 인원: 1,000명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 피아노 및 노래 연주/임형주와 함께하는 평화콘서트

- 장소: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2.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특징6

1절에서 유형별로 살펴본 2013년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에 기

반하여 사회통일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 및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참가 

단체 중 2013년 통일교육 실적이 보고된 단체는 총 36개, 프로그램 수

는 87개로 나타났다. 이중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교육 실적을 

보면, 총 63개 소속 단체 중 2013년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실적을 

보고한 단체는 31개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는 전체 소속 단체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 중 절반 정도의 

단체는 꾸준히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절반 정도는 그렇지 못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의 양적 측면을 보면, 전체 69개로 통일교

육을 실시한 단체에서 평균적으로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51개, 2009년 54개,7 2012년 40개에 비교해

6_이 절은 조정아, “사회통일교육 현황과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통일교육협의회 토론회 발표문, 2013) 중 사회통일

교육 실태 평가 부분을 2013년 통일교육 실태 및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참가단체

의 통일교육 실태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7_조정아 외, “사회통일교육 평가모델 개발,”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6); 조정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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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 중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에서 동시에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는 총 4개인데, 이들 단체가 평균 6개 이상, 총 

25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은 장기간에 걸

쳐 매년 매우 활발한 통일교육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단체들로, 통일

교육 부문의 전문성이 매우 높은 단체들이라고 볼 수 있다.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에만 참가하고 있는 단체 중 총 5개 단체가 

18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 참

가 단체들은 평균 3개 이상의 높은 교육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중 

일부 단체는 특정한 교육 대상에 대한 매우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실시하고 있다. 이 단체들 중 일부는 2009년 초 통일교육협의회 내

부 갈등으로 탈퇴한 단체이며, 일부는 독자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가 교류 차원에서 통일교육네트워크에 참가한 단체이다.

각 유형별, 소속 협의회별 2013년 통일교육 실시 단체 수와 프로그

램 수는 다음<표 Ⅲ-5>와 같다.

“상생공영시대의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실행방안,”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9)
참조. 이 두 연구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가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제출한 계획서 상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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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5 2013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시 단체 수 및 프로그램 수

교육 유형

소속협의회

연속

강좌

강연회·
세미나

캠프·
기행

공모전·
행사

합계

단

체

수

통교협·민화협 4 3 5 1 5

통교협 4 18 13 5 27

민화협 1 5 3 3 5

합계 9 26 21 9 36

프

로

그

램

수

통교협·민화협 6 5 12 2 25

통교협 4 22 13 5 44

민화협 1 8 5 4 18

합계 11 35 30 11 87

둘째, 프로그램 유형별로 보면, 총 87개 중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

의 프로그램이 35개로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캠프·기행 유형

이 30개, 연속강좌 유형과 공모전·행사 유형이 각 11개씩으로 나타났

다. 참가 협의회별로 보면, 통일교육협의회와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

크에 공히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공모전·행사 유형의 프로

그램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와 교육 내용 및 실시 과정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연속

강좌유형의 프로그램은 두 협의체에 공동으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

이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협의회에만 소속되

어 있는 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과 캠

프·기행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민화협 통일교육네트워크에만 참가하

고 있는 단체들도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의 프로그램을 주로 실시하

고 있으며, 캠프·기행 유형과 공모전·행사 유형의 교육도 많이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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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는 통일교육이라 하기에는 어색한, 학술회의 성격의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의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소통의 일

방성이라는 강연회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참가자 토론 

등의 방법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육 인원이 

많고 일회적인 참가에 그치기 때문에 교육자와 참가자 간의 원활한 의

사소통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교육은 쟁점 사항에 대

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통일관련 주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

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의사소통의 단방향성이라는 한계가 적

절히 보완되지 않는다면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식전달이나 대

북정책 홍보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는 캠프·기행 형

태의 체험학습은 해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유형의 

프로그램은 2009년도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 프로그램 유형의 

20% 정도를 차지했으나, 최근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

통일교육이 교육방법 측면에서 일방적인 교육을 넘어서서 양방향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

이다. 또한 기행 또는 견학에 강연 및 포럼을 결합한 유형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구체적 체험의 형태를 보면 절반 이상이 DMZ,

판문점 등 분단·안보 현장 견학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나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아쉽다.

연속강좌 유형이나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의 프로그램이 주로 성

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캠프·기행 유형의 통일교육 프로그

램은 교육의 대상 면에서는 청소년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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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관, 재외동포 출신 이주민, 학부모, 세계여성

지도자 등 보다 특화된 집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도 있

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 면에서는 큰 차별성이 없어 교육 대상의 특

성에 맞는 보다 창의적인 체험학습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속강좌 형태의 프로그램은 총 11건으로, 2012년 통일교육

협의회 소속 단체에서 실시하였던 프로그램이 4건이었던 데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연속강좌 형태의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강연에 그치지 않

고 최소 2회 이상 몇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내용의 준비와 교육 전반에 대

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속강좌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 참가자들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교육 이수자들을 통일관련 실천 활동이나 심화된 후속교

육에 참여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열의와 실천의지를 갖는 시민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교육 형태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교육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전문 활동가 및 강사진과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단

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모전·행사 유형의 프로그램은 그 형식이 다양화되었다.

이전에는 글짓기대회나 발표대회와 같은 형식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

근에는 토크콘서트, 영화제, 문화제와 같이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일곱째, 프로그램 내용면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교육 내용과 평화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유사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6년의 경

우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 남북경협 관련 내용이 통일교육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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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대두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통일교육협의회에만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에서 안보 관련 교육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일교육에

서 안보 관련 교육 내용이 크게 강화된 것은 이명박정부 이후 대북정

책 방향을 통일교육 주체들이 수용한 결과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공론화하려는 교육적 노력도 보였으나,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대남 긴장조성과 함께 남북관계가 경색되

고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보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일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한 비중으로 편성되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강조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보교육이 통

일과 이항대립적 관계로서 안보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기 쉽다는 점

을 생각하면, 통일교육에서 안보만을 강조하는 흐름이 청소년을 비롯

한 교육 대상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통일교

육에 대한 열의와 교육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교육 대상, 지역, 장소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민이나 학생,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

지만, 몇 개 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재

외동포 출신 국내 거주자 등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의미를 지니는 사회

적 소수집단이나 보다 세분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주

민이나 청년들이 함께 참가하는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실

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어린이어깨동무에서는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흥사단 민족통

일운동본부에서는 대학생과 청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별로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기관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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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가 주로 서울, 경기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도 주로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지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교육 장소 측면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장

소를 정해놓고 학습자를 부르는 방식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있는 곳에 

교육장소가 만들어지는 순회교육이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강연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어린이어깨동무, 통일교육문화원과 같은 단체에서는 이 

방면의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학급 단위의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지

속하고 있다.

아홉째, 프로그램 주체 측면에서 보면,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 중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십여 개에 불과하다. 특히 통일교육을 조직의 중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거나 통일교육 담당자나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는 몇 개 단

체는 비교적 장기간의 통일교육 경험의 누적을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

성, 연속성,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주민을 대상으

로 하는 통일교육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내용으로, 지원

을 받기 위한 일회적인 행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단체도 상당히 존재한다. 일부 단체들은 

수강대상의 관심이나 요구 수준에 따라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 및 활용하기보다는 개성 없는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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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이는 무엇보다 통일교

육을 단체의 중심활동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민간단체들의 

어려운 실정과 연결되어 있다. 통일교육을 조직의 주요 활동 목표로 

하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소규모 민간단체들에서는 통일

교육 사업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인력,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Ⅳ. 결론: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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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교육의 장기적 방향성 정립 및 사회적 합의

지금까지 정권 교체와 대북정책의 변화는 곧바로 민간단체에서 실

시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져 왔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부터 대북정책의 변화를 반영

하여 사회통일교육에서 안보교육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통일교육 차원

에서 ‘통일’ 중심의 교육과 구분되는 ‘안보’ 중심의 교육 내용의 특성화

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통일문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 위협과 안보의 절대적 중요성만을 강조하거나, 기존과 유사한 교

육을 ‘안보’라는 수사학을 앞세워 포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실태는 통일교육의 장기적 방향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부재함에 기인한다. 현재 통일교육에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통

일정책 및 통일교육의 목표와 현존하는 남북관계의 전개양상에 대한 

기대와 단기적 목표 실현이 혼재되어 통일교육 내용 속에서 함께 다뤄

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8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일교육에 관

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교육의 장기적 목표와 정

권 교체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대북정책 홍보의 내용을 구

분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환경이나 국제정세, 대북정책 등이 변화할 

때마다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하는 정책홍보의 내용과,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설계하고 그를 이루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가치, 태도, 능력을 기르는 통일교육을 구분하여야 한다.

장기적 과정으로서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

8_우평균, “통일교육의 구상과 실천과제: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평화학

연구, 제10권 1호 (2009),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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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통일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무조건

적인 과제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료화 작업을 거쳐,

이러한 가치를 통일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사

회적 합의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일교육의 장기적 방향성

과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일교육 정책과 프로그

램에 반영해야 한다. 이전 시기 통일교육에서 어떤 점을 계승하고 어

떤 측면을 변화,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 민·관·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일교육 관련 주체들을 중심

으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 담론의 변화와 쟁점들에 관한 다양한 입장 

차이가 표출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합의의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통일교육 방향성 정립에서 불명료한 지점

인 안보와 평화와 통일간의 관계 문제, 민족공동체와 다문화의 조화 

문제, 평화적 공존과 통일과의 관계 설정 문제, 북한 관련 교육에 있어

서 객관성과 균형성 문제 등 주요 쟁점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확인하

고, 정부와 민간이, 또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다양한 통일교육 주체들

이 공유할 수 있는 합의의 지점과 과제를 함께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 다양한 쟁점 사안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서 정부와 민간, 민간 통일교육 주체들 간의 견해 차이가 확인되고 서

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 주체들 간에 일정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진 이후

에 서로 합의가능한 최소한의 지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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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및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공유

민·관 통일교육 주체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다양한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들 간에는 통일교육

의 방향성과 내용을 두고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통

일교육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통일교육기관에서 적극적인 

통일교육 수요 창출 및 통일교육 콘텐츠 생산, 통일교육정책 입안 참

여, 공적 서비스에 대한 책임 분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법적 기관인 ‘통일교육협의회’를 두어 민

간사회통일교육 기관간의 협의·조정 및 협력 증진을 통해 효율적인 통

일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통일교육협의회는 사회

단체의 통일교육을 지도·조정하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

부의 보조금을 분배하고 그 집행만 감독하는 정부보조금 집행 대행기

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의 

협의와 조정을 위한 법적 단체이지만, 정부와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절

차적 관리자 역할이 지배적이며, 정부의 행정 서비스 분배를 대행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책과정에 참여·반영하는 대변

적 역할 수행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9 또한, 일부 단체의 탈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교육에 관한 공론의 장을 대폭 확

9_조정아 외, “통일교육 거버넌스 개선과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 (통일교육협의회 세

미나 자료집, 2008),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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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면서 남남대화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현재의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

의 경쟁력 강화와 통일교육 방향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교육협의회를 명실상부한 민간사회통일교육의 중심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통일교육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장이 아니라 다양한 성향의 민간단체들 간에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

용에 관한 소통, 협의, 조정,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의 장으로서 통일교

육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통일교육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사회통일교육기관 간의 협의·조정기능

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눠주기 식의 예산분배가 아니라 전문적

인 역량을 갖추고 내용성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강화하여 실효성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 재정립을 전제로 현재의 사

회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에서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일정 정도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와 민간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구도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들 간에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들 사이에는 다양한 이념적 편차가 존재하며, 통일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하여 어떤 시각을 견

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적,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 참가자들은 통일교육에 참가할 때, 일반적

으로 단체의 성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단체에서 교육

을 받게 된다. 그 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단체가 지향하는 이념

과 유사한 성향을 지니는 전문가들을 교육자로 초빙하기 때문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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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시각과 다른 관점을 

접하고 경험을 확장하는 것을 통해 시각의 확대나 전환을 이룰 수 있

는 기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간단체의 교육이 ‘자기 활동가 재생산’

을 넘어서서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남남갈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자기복제식의 교육구조를 극복해야할 필요가 있다.

공공교육기관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독자적인 기관의 설립 이념과 

지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을 한 방향으로 통일하거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

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통일교육에서 극단적인 이념 지향성을 탈피하

고, 교육의 장을 소위 ‘보수’와 ‘진보’를 포괄하는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

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은 잠재된 갈등을 명료화하고, 이를 대립적이고 폭력

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롭고 정의로운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

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10 교육 자체가 갈등의 명료화와 장기적인 갈

등 해결의 주요 통로임을 염두에 두고, 통일교육협의회나 민화협 통일

교육네트워크와 같은 협의체의 전체 사업과 협의구조를 통해 참가 단

체들 간에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지

점을 모색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협의회나 민간 협의체 차원에서 각 기관에서 이루어진 통

일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틀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체평가는 교육일정

과 대략적인 내용, 사업 효과와 장단점을 서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

다. 예산 지원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준에서의 형식화된 평

10_ J. P. Lederach, Preparing for Peac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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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아니라 전체 기관이 모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

색해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장을 통해 교육 목표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특성화,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적절성, 강사의 전

문성, 교육환경의 적절성, 학습효과성,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 평가의 

주요 요소들을 회원 단체간에 공유하고, 보다 깊이 있는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년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3. 통일교육 내용 재정립: 지식전달 교육에서 통일

능력 함양 교육으로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주로 통일과 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지

식을 전달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통일

교육은 구체적인 통일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학

습자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지식 전달에서 통일역량 

함양으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며, 그 핵심은 ‘함께 살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가장 중

요한 통일역량은 차이의 수용, 공존, 민주적 의사소통, 공감, 성찰, 갈

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 등이다.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가치관 차이와 

이해 충돌로 인해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해관계와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타자에 대한 이해, 공감, 존중의 부족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

고 그러한 갈등이 교육 현장에서 현명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통일교육은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과 그 방향성과 내용을 일정 정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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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통일교

육에 대한 다문화교육적 접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던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미래’ 프로그램처럼,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교육에서 탈

피하여 학습자 개개인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통일 ‘이야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기성세대가 교육을 통

해 내면화했던 단일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통일담론과 통일의 당

위성 주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

낄 수 있는 통일의 이익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일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이나 물질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니

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체적 이익에 관한 것이든 민족동질

성 회복이라는 거대담론이든지 간에, 통일교육은 개개인이 일상 속에

서 겪는 고민과 고통, 좌절과 희망, 성장의 경험과 맞닿아 있는 것이어

야 하고,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 분노, 기쁨과 즐거움 등의 정서적 경험

을 환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족동질성 단절의 안타까움,

이산가족의 아픔,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은 그것이 개개인의 경험과 

이어질 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자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 때 강압이나 당위나 지식의 설파가 아

닌 학습자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다.11

북한이해, 통일, 안보가 통일교육에서 간과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

에서는 이견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통일교육을 이 세 가지 문제의 합

집합 또는 교집합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통일교육을 지나치게 협소화

시키고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통일교육에서도 재현하는 요인

이 된다. 이에 통일교육의 내용 영역을 보다 확대하여, ‘편협한 지상과

제’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좋은, 바람직한’ 통일로서 여타의 ‘좋은, 바

11_조정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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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인간화와 사회화의 주제들과 연계된 통일교육의 화두를 설정

해야 한다.12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타자를 이해하며 사회통합과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문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한다.13

4.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특성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

간단체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그 중 대부분은 교육 대상을 특정한 집단

으로 특화시키기보다는 무차별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유사한 내용과 유사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대상에서도 중복된다. 프로그램별로 특성

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육 대상의 구

성은 연령과 직업별로 상당히 다양하다. 학습자 경험과 관점의 다양성

은 풍부한 학습 자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의 목적

과 내용, 수준이 포괄해야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

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 각 단체별 교육 내용 및 대상을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단체별 교육 내용의 특성화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시급하

고 중요한 문제이다. 대규모 강당에 다수의 청중을 집결시켜 놓고 학

습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교육을 진행하는 대량생산 방식의 통일교육

에서 탈피하여, 동질성을 지닌 소수의 특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12_정유성, “통일교육의 철학적 바탕,” 사회과학연구, Vol. 10 (2002), pp. 165～167.
13_신희선,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제언,”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4집 

(2012),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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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나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나 사회통일교육 활동을 하는 실무

자, 통일교육 활동 자원자 등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중앙 차원이나 통일교육 경험이 

축적된 일부 단체가 중심이 되어, 여타 단체 소속 통일교육 전문인력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 교육방법 개선 

통일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고, 특히 참여, 공유, 개방의 플랫폼을 기

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Web 2.0 시대를 넘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

리하여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Web 3.0 시대로 접어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참신한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

통일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대형 강의나 포럼 형태이

다. 강의의 경우 대부분 일회적이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대중동

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또 포럼 형태의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행사의 성격

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현재의 사회통일교

육은 교육방법 면에서 Web 1.0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14 체험학습 형태의 교육이 활성화되기는 하였으나, 캠프

나 기행 형태의 프로그램도 일정한 형태로 굳어져서 식상하게 여겨지

14_오기성, “뉴 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 민주적 시민성에 기초한 통일

리더십 함양 방향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5집 (2010),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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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일련의 교육과정 속에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결합시키거나 다양한 

교육기법들을 결합시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통일문제

에 관한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 주도의 통일

교육에서는 전체 교육 대상자의 수에 연연하지 말고, 소규모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삼아 브레인 스토밍, 분임토의, 역할극, 문

화이해지, 집단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기법과 인터넷, 모바일 매체를 

활용한 참여학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교육 과정

과 교육 과정 이수 후에 교육 참가자들의 실생활 속에서 통일과 관련

된 실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 프

로그램은 지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통일과 관련된 실천활동 여부는 

참가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놓기보다는, 학습자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

을 심화시키고 일상생활 속의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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