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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을 대신하여 

서울교육대학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지원 하에 2020년 3월부터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래 70여 

년간의 분단의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역사적 당위이자 필연으

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당위와 필연에 실현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 특히 예비초등교사를 위한 통일교육은 그러한 노력의 

시발점에 해당합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에서는 예비초등교사를 

위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면서, 통일교육에 밑거름이 될 다양한 학술연구와 

강좌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당위와 필연에 실현가능성을 부여하기에

는 턱 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교육현장에 부지불식간 스며든다면 바라건

대 작은 결실이나마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교육대학교가 기울인 노력과 그것을 통하여 얻

은 작은 결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개인사

를 제치고 흔쾌히 참여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 특히 미래사회를 짊어질 본교의 젊은 동

량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 1

서울교육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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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차년도 사업 개요

1  기본 구상(성과 목표)

❏ 사업추진체계 

SNUE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추진체계 

총장

사업추진위원회 사업평가위원회

사업

단장

제1사업추진팀

연구개발

제2사업추진팀

강좌운영

제3사업추진팀

협력네트워크

제4사업추진팀

사업관리

￭ 통일교육학술연구

-학술세미나

-특강 및 좌담회

-통일지수개발

￭ 교육프로그램개발

-학부프로그램

-초등계기교육

-교사교육프로그램

￭ 정규교과운영

-전공강좌

-교직강좌

-교양강좌

￭ 비교과체험활동

운영

-수업경연대회

-통일문화체험

-문화예술경진

대회

-영상공모전

￭ 지역사회/

대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국교대협력

체계구축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구축

￭ 교육현장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초등현장네트

워크구축

￭ 사업운영 및 지원

￭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 홈페이지 관리



4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21년(2차년도) 연차보고서

❏ 사업 핵심목표

A Dream of Peninsula, going that way together

Multi-Capacities for snUe-Education

다차원적 평화통일교육 감수성 함양

↑                                

snUe-Academia

<통일교육학술연구> 

∙통일교육 학술세미나

∙통일교육 특강 및 좌담

회

∙초등현장적합성 계기자

료 개발

∙평화통일지수 모형 개발

snUe-Lectura

<통일교육강좌운영>

∙통일교육 전공강좌 개발 

및 운영

∙심화전공별 강좌 개발 및 

운영

∙교양강좌 개발 및 운영

∙교직강좌 개발 및 운영

snUe-Musica

<비교과체험활동운영>

∙소규모문화체험활동

∙통일문화예술축제

∙통일교육 동아리활동

∙초등통일교육수업경연대회

↑

Network for snUe-Education

대학•지역•초등현장 통일교육 협력 네트워크 

❏ 사업 연차별 목표

❍ 기초단계 : 통일교육 학술연구 및 강좌운영의 기초모델 구안
❍ 개발단계 : 통일교육 학술연구 및 강좌운영의 본격적 개발 단계 
❍ 심화단계 : 학술연구, 강좌운영 및 비교과체험활동의 심화, 적용단계
❍ 안정단계 : 안정적인 강좌운영 및 전국교육대학교와의 적극적 협력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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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통일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등 연구 

전국 초등교원양성기관을 선도하는 범교과적 통일교육 강좌 개발 및 운영

❍ 협력대학(경인,춘천,공주,광주)과 공동으로 예비교사를 위한 범교과 강좌모델 개발
❍ 평화통일지수 측정 및 평가 모델 정교화 작업을 통한 지수측정 모델 확정
❍ 통일교육 특강, 좌담회, 학술세미나 개최

❏ 통일교육 강좌 운영 

범교과적 통일교육 강좌 운영을 통한 평화통일 인식도 및 감수성 제고

【정규강좌운영】
❍ 기존 통일교육 강좌의 안정적 운영 및 변화방향 모색 
❍ 초등예비교사를 위한 통일교육 범교과(Cross-Curricula) 영상강좌 운영

【비정규강좌(비교과체험활동)운영】
❍ 초등통일교육 수업경연대회를 통한 현장교사들과의 협업 및 확산 제고
❍ 통일역사문화체험 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 감수성 제고
❍ 통일문화예술공연 영상 출품전을 통하여 통일에 관심 환기  
❍ 통일교육 관련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및 38초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한 학생 참여도 제고 

❏ 통일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 

통일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방면적 통일교육 환경 조성

❍ 통일교육 학생 홍보영상 제작 활동을 통한 저변 확대 노력
❍ 전국초등교원양성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학술세미나 및 강좌개발, 운영
❍ 지방자치단체 및 초등교육현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비교과체험활동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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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주요내용 비고

통일

교육

모델

개발

연구

① 평화통일지수 시
안개발연구(Ⅱ)

▪2020년도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인식도 및 감수성

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문항도구 1차 시안 개발

▪2021년 2차 본안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평화통일지수 측정 

및 평가

② 통일교육학술
세미나

▪평화통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의 

기초를 마련

③ 예비교사를 위한 
강좌별 통일교육 
Pilot 수업자료 
개발(Ⅱ)

▪Untect시대에 부응하여 22개 심화전공별 통일교육 Pilot 수

업자료(ppt/영상) 개발

▪2021년도 Cross-Curricular 형태의 수업자료를 협력대학(경인,

춘천,광주,공주)과 공동개발하여 전국교대 교육모델로 구축

④ 초등교육현장적
합성 수업자료 
개발(Ⅱ)

▪현장교사의 초등학교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자료

를 학년군별로 개발

▪예비교초등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수업실습 자료로 

활용

강좌

운영

① 심화전공별 통일
교육 강좌운영
(Ⅱ)

▪22개 심화전공별 통일교육 Pilot 수업자료(ppt/영상)를 통한 

강좌운영

② 통일교육 특강 
및 좌담회(Ⅱ)

▪통일교육 학술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과 좌담회를 

통하여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방향 모색

③ 통일소규모역사
문화체험(Ⅱ)

▪분단의 역사 및 통일 관련 문화, 역사현장 탐사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통일의식 고취 및 통일교육 감수성 제고

④ 통일문화예술
경진대회(Ⅱ)

▪통일문화예술공연 영상 출품전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통일의

식 고취 및 매체제작 역량 함양

▪전국초등교육현장의 계기수업경연대회를 통하여 통일교육 

수업역량제고 및 확산

⑤ 평화통일 38초 
영상 공모전

▪예비초등교사 및 초등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38

초 영상 공모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통일교육 역량 함양 및 

현장적용

대외

협력

① 지역 및 대학간 
강좌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학술대회, 강좌운영, 문화체험 등을 위한 지자체 및 전

국교육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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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E 통일교육 성과목표 및 달성도】

1. 연구개발 성과목표

▪ 연구개발 연차별 목표 : 연차별 학술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30건+α

▪ 연구개발 활성화 지수(%) = 연구개발 실행건수/연구개발 목표건수*100

▪ 달성도(%) : 66/30*100=220 (p.11 핵심성과 1 참조.)

2. 강좌운영 성과목표

▪ 연차별 강좌운영 정량목표 : 재학생 30%(2020～2021), 40%(2022～2023)+α 참여

▪ 연차별 강좌운영 정성목표 : 만족도 60%(2020), 65%(2021), 70%(2022), 75%(2023)+α

▪ 강좌운영 연차별 활성화목표 : 75%(2020), 80%(2021), 90%(2022), 95%(2023)+α

▪ 강좌운영 활성화 지수(%) : (참여학생수/전체재학생수×50)+참여자 만족도

▪ 달성도(%) : 1470/1556*50+79.6=127 (p.17 핵심성과 2 참조.)

   (2021년 서울교대 재학생수 1556명, 강좌 수강생 평화통일지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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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차년도 사업성과

1  핵심성과  

가 핵심성과 1

▪학술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건수 총 66건

통일교육모델개발연구의 일환으로 1) 평화통일지수 시안개발 1건, 2) 통일교육 연

구논문 발표 18건, 3) 전공별 통일교육 Pilot ppt 자료 22건 및 영상자료 개발 22

건, 4) 통일교육 Pilot 초등계기교육자료 개발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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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통일지수 모형 개발 시안 연구 1건

▪예비교사를 위한 평화통일지수 개발 연구

▪2021년도 평화통일지수 측정 결과 1차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평화통일감수성 1.67 1.67 3.94 .55 -.589 1.442

평화통일 실천역량 2.13 2.13 3.89 .56 -.011 .008

평화통일 교수역량 1.20 1.20 3.41 .77 -.198 .026

▪2021년도 평화통일지수 측정 결과 2차

하위요인 수강경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1. 평화통일감수성
있다 150명 4.15 .56

3.09*
없다 89명 3.89 .68

2. 평화통일 실천역량
있다 150명 4.05 .58

2.78*
없다 89명 3.82 .66

3. 평화통일 교수역량
있다 150명 3.73 .78

1.79
없다 89명 3.54 .80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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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 연구논문 발표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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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교육 전공별 Pilot 수업자료 PPT 및 영상자료 각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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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교육 초등교육현장적합성 계기자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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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성과 2

▪통일교육 정규강좌 및 비교과체험활동 참여 연인원 총 1,470명

통일교육 강좌운영의 일환으로 1) 정규강좌 수강생 26개 강좌 1,065명, 2) 좌담회 

영상특강 288명, 3) 소규모역사문화체험 16명, 4) 평화통일역사문화체험 공모전 13

명, 5) 평화통일문화예술경진대회 15명, 6) 문화예술경진대회 동아리 지원 39명, 7) 

통일교육현장탐방 17명, 8) 38초 영상 공모전 17명

1) 통일교육 전공별 26개 강좌 참여인원(학년별)

 교수

학년

최 *

우

윤 *

기

이 *

직

박 *

빈

이 *

재

이 *

희

고 *

규

정 *

훈

이 *

연

조 *

선

남 *

엽

김 *

원

신 *

섭

김 *

호

최 *

오

조 *

원

참여

인원

1학년 48 29 143 17 2 109 348

2학년 106 116 28 1 1 22 189 463

3학년 87 15 2 7 54 28 26 219

4학년 2 3 1 15 14 35

소계 48 106 116 28 87 15 30 148 39 199 55 17 28 14 26 109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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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 좌담회 1, 2부

3) 소규모역사문화체험

▪소규모역사문화체험 참여 학생 명단

소속 참여자 일정 답사 지역

1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박*정
2021.7.14.(수)~7.15.(목)

(1박 2일간)

전북지역 

(군산, 김제, 전주)
송*빈

권*진

2
광주교대 

국어교육과

김*은
2021.7.25.(일)~7.26.(월)

(1박 2일간)

경남지역 

(거제, 통영, 진주, 사천, 남해)
백*비

이*은

3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권*영
2021.9.26.(일)~9.27.(월)

(1박 2일간)
강원도 춘천박*정

박*호

4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강*훈

2021.10.22.(금) 서울시
김*연

김*재

조*진

5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백*빈

2021.10.24.(일) 서울시
신*진

양*인

최*민

총 참여 인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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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통일역사문화체험 공모전

▪평화통일역사문화체험 공모전 참여팀 명단

구분 체험일 체험 장소 성명 학교 학과

1 1인 9.19. 서울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김*진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2 1인 9.1. 서울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박*진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3 1인 9.6. 서울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김*현 서울교대 과학교육과

4 2인 9.12. 경기도 수원시 화성, 방화수류정
최*율 대구교대 초등교육과

김*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5 2인 8.29.

서울시 종로3가역 남북대화 디지

털 사진전, 청계천 베를린 광장, 

능라밥상, 효창공원, 전쟁기념관

김*린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윤*현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6 2인 9.25.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백*연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이*은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7 2인 9.10.
서울시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

문화센터

이*은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은*영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8 2인 9.24. 서울시 파주시 임진각
윤*호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심*현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총 참여 인원 13명

5) 평화통일문화예술경진대회

▪평화통일문화예술경진대회 공연팀 명단

구분 신청분야 성명 학과

1 2인 팀 연주 리코더, 피아노
김*린 음악교육과

윤*현 음악교육과

2 3~4인 팀 연주 해금, 가야금, 피아노

모*린 음악교육과

정*빈 음악교육과

임*민 음악교육과

이*지 음악교육과

3 3~4인 팀 연주 피아노, 기타, 클라리넷

윤*호 음악교육과

윤*현 음악교육과

심*현 음악교육과

4 2인 팀 노래
YB-1178,

강산애-라구요

장*준 과학교육과

정*수 음악교육과

5 2인 팀 연주
가야금, 아쟁,

피아노, 장구

이*람 컴퓨터교육과

이*화 음악교육과

6 2인 팀 노래 자작곡-분단의뜻, 하나, 
Remember

이*휴 윤리교육과

김*훈 사회교육과

총 참여 인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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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예술경진대회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경진대회 동아리 지원 참가 현황

연번 동아리
참가인원

(명)
참가자 명단 작품 주제

1 태권도부 태권도 8
김*혜, 김*진, 신*은, 신*호, 심*현, 

안*정, 최*현, 홍*민

통일을 주제로 직접 

제작한 창작 품새

2 울림통 노래 커버 3 정*진, 김*윤, 이*현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통해 

평화를 기원한다.

3
댄스

리플레이
팝댄스 12

김*영, 이*호, 안*정, 김*주, 김*혜, 

곽*미, 권*수, 심*용, 장*영, 김*현, 

조*림, 최*솜

Permit dance!

4
무화과

(舞花과)

현대무용

(창작)
16

이*은, 이*은, 이*호, 김*진, 조*서, 

박*련, 고*, 김*영, 최*솜, 김*혜, 이*주, 

고*민, 이*범, 김*현, 김*태, 반*송

여명(黎明)

계 39

7) 통일교육 현장탐방

▪통일교육 현장탐방 참여자 명단

조 역할 성명 학과

2조

조장 김*우 생활과학교육과

김*수 생활과학교육과

기획단원 신*호 영어교육과

박*연 컴퓨터교육과

3조

조장 우 * 생활과학교육과

김*민 생활과학교육과

임*인 초등교육과

조*진 초등교육과

4조

조장 조*림 컴퓨터교육과

김*혜 생활과학교육과

나*찬 생활과학교육과

문*인 생활과학교육과

이*형 유아특수교육과

5조

조장/기획부장 서*혜 생활과학교육과

김*윤 생활과학교육과

기획단원 김*진 생활과학교육과

조*빈 음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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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8초 영상 공모전

▪38초 영상 공모전 출품작 명단

팀명 성명 학교 학과 제목 주제

1 도긴개긴

박*현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분단이 외치는 

목소리 
분단의 미래 김*주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김*진 서울교대 사회과교육과

2
쫄병과 

적토마

황*민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통일? 드루와 

드루와~ 

공동 역사 연구의 

필요성 나*우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3 꿈꾸는 
선생님 김*원 서울교대 

대학원
초등
미술교육과 너와 나의 색

시간이 흐르면 두 
색은 같은 색으로 
조화를 이룬다.

4 파란하늘 윤*호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다시 우리나라로

통일 한반도 : 다시 

‘우리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5 가자 
통일로! 홍*진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한반도가 하나가 

된다면?

통일이 된다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가치

6 MINUTE 조*서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The origin of 
Unification

남북의 헤어짐과 

재회의 역사

7 박*진 박*진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38초 통장
38초로 알아보는 

통일의 장점

8 스물둘 전*석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통일 발표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9 ARILU 이*지 서울교대 과학교육과 우리의 이야기, 통일

사람들에게 통일을 

자신과 관련된 일로 

생각하도록 장려한다.

10
Next 

Level

강*우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상상은 현실이 된다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대한 희망강*원 부산교대 영어교육과

11 통하나 권*영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벽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 

12
무제 김*하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도망과 희망

13 비유 맞추기, 비위 맞추기

14 우리는
하나 최*혜 서울교대 

대학원 교육심리전공 통일, 왜 해야할까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교육의 중요성과 알고 

말할 수 있다.

참여인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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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초 영상 공모전 심사 결과

부문 작품 제목 팀명

대상 상상은 현실이 된다 Next Level

최우수상
다시 우리나라로 파란하늘

The origin of Unification MINUTE

우수상

너와 나의 색 꿈꾸는 선생님

우리의 이야기, 통일 ARILU

벽 통하나

한반도가 하나가 된다면? 가자 통일로!

38초 통장 박*진

도망과 희망 무제

분단이 외치는 목소리 도긴개긴

통일? 드루와 드루와~ 쫄병과 적토마

통일, 왜 해야할까요? 우리는 하나

장려상
비유 맞추기, 비위 맞추기 무제

통일 발표 스물둘

다 핵심성과 3

▪초등학교와의 업무협약, 협력대학 간 업무추진 9건

1) 초등학교와의 통일교육 업무협약체결 2건, 2) 협력대학의 소규모문화체험활동 

참여 1건, 3) 협력대학의 Pilot 동영상 강좌 개발 참여 6건

1) 초등학교와의 통일교육 업무협약체결

서울교대-서울장곡초 업무협약 서울교대-안산상록초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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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대학의 소규모문화체험활동 참여

▪광주교대 참여

3) 협력대학의 Pilot 동영상 강좌 개발 참여

▪광주교대, 춘천교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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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심성과 4

▪사업단 홍보 홈페이지 및 유튜브 운영

1) 사업단홈페이지 : 학술연구, 강좌운영, 비교과체험활동 성과 업로드

(http://tongil.snue.ac.kr)

2) 유튜브 채널 : ‘반도의 꿈’ 동영상 70개 업로드

(https://www.youtube.com/channel/UCaCvmKmu8i5f7l65sgwH-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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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과제별 실적 

대학 통일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등 연구 

분야 추진과제 주요내용 비고

통일

교육

모델

개발

연구

① 평화통일지수 
시안개발연구
(Ⅱ)

▪2020년도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인식도 및 감수

성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문항도구 1차 시안 개발

▪2021년 2차 본안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평화통일지수 

측정 및 평가

② 통일교육학술
세미나

▪평화통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통일교

육의 기초를 마련

③ 예비교사를 
위한 강좌별 통
일교육 Pilot 수
업자료 개발(Ⅱ)

▪Untect시대에 부응하여 13개 심화전공별 통일교육 Pilot 

수업자료(ppt/영상) 개발

▪2021년도 Cross-Curricular 형태의 수업자료를 협력대학

(경인,춘천,광주,공주)과 공동개발하여 전국교대 교육모델

로 구축

④ 초등교육현장적
합성 수업자료 
개발(Ⅱ)

▪현장교사의 초등학교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자

료를 학년군별로 개발

▪예비교초등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수업실습 자료

로 활용

가 평화통일지수 시안개발연구Ⅱ(2년차)

(http://tongil.snue.ac.kr/bbs/board.php?bo_table=academic&wr_id=26&page=1)

ㅇ 진행사항 
 - 평화통일감수성지수 문항 개발 : 2021. 7.
 - 문항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 2021. 7.
 - 평화통일감수성지수 시안 개발 연구 보고서 : 2021. 10.
 - 평화통일감수성지수 측정 설문조사 진행 : 2021. 12.

1) 평화통일감수성 지수 문항 개발

<첨부자료> 평화통일감수성 지수 개발 문항

1. 지적 영역
① 나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폐해에 대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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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안다.
③ 나는 한반도의 평화의 의미와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④ 나는 남북의 통일 정책 및 남북 합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⑤ 나는 남북한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⑥ 나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⑦ 나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와 주변국(미·일·중·러 등)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함을 이
해하고 있다. 
⑧ 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경제적 발전과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 정착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⑨ 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인권존중, 대화와 타협 등 민주시민역량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⑩ 나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2. 정의적 영역
① 나는 이산가족 문제나 이념적 갈등 등 분단이 가져온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② 나는 통일의 방식, 시기, 통일 이후 생겨날 일들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③ 나는 북한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이들을 돕고 싶다.
④ 나는 북한이탈 주민이나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 
⑤ 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을 존중한다.
⑥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이자 “먼저 온 통일 세대”로서 평등하게 대하고자 한다.
⑦ 나는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⑧ 나는 북한 주민들을 평화 통일의 동반자로서 존중한다. 
⑨ 나는 남북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⑩ 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다. 

3. 실천적 영역
① 나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국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나는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④ 나는 예비교사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⑤ 나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⑥ 나는 평화와 통일 관련 문제를 민주적 원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⑦ 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⑧ 나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개방적인 태도로 경청하며 존중할 수 있다.

4. 교육 영역 
① 나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알고 있다.
② 나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주안점과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③ 나는 초등학생들이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
④ 나는 평화통일 교육에서 초등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⑤ 나는 초등학생의 관심과 발달 수준에 맞게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⑥ 나는 초등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⑦ 나는 초등학생이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질문할 때 자신감을 갖고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다.
⑧ 나는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평화의식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⑨ 나는 초등학생들이 공동체 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⑩ 나는 초등학생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나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⑪ 나는 초등학생에게 북한이탈주민이나 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평등한 일원으로 존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Ⅱ. 2차년도 사업성과   27

2) 문항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ㅇ 기간 : 2021.7.20.(화)-7.24.(토) 18:00 (5일간)
ㅇ 대상 :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 300명

<첨부자료> 설문조사지 예시

3) 문항 분석 1차(2년차)

2021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평화통일지수 타당화 연구

김영화·이인재·노철현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목표

○ 예비교사의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해, 가치·태도, 실천력, 교수력 등을 측

정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지수(이인재 외, 2020)가 개발되었으나 새롭게 개발된 심리검사

의 심리측정학적 특성(psychometric properties)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음.

○ 기개발된 평화통일지수 척도의 예비문항(41문항)의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 구조 

등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기개발된 평화통일지수를 수정·보완하하

여 심리측정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롭고 타당한 평화통일지수 척도의 최종 문항을 

제안하는 것임. 

○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세대 평화통일교육을 이끄는 주체로서 예비교사가 지닌 평화통

일교육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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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

○ 초등 예비교사 대상 평화통일지수 예비문항 내용타당도 검증

○ 초등 예비교사 300명 대상 평화통일지수 예비문항 설문조사 실시

○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문항 선정

○ 최종문항의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3. 연구의 주요 절차 

○ Anastasi, & Urbina (1997) 및 DeVellis (2016) 등이 제안한 표준적인 심리검사 개별절차

를 따름. 

예비문항 내용타당도 검증(내용 전문가 검증)

ò

교육대학교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ò

요인분석 실시

ò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 검증

ò

최종 문항 확정

표 1. 심리검사 타당도 검증 절차

Ⅱ. 연구 결과

1. 요인분석 검증 결과

가. 요인분석을 위한 기초분석 결과

 ○ 각 문항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등 기초통계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음. 결측치는 없었음. 

 ○ 문항 8번을 제외하고는 각 문항의 왜도 절대값이 1을 넘지 않았으며, 첨도의 절대값은 

3을 넘지 않아 대체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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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문항 내용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지식·

이해

① 나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폐해에 대해 알고 

있다.
1.00 5.00 4.07 0.69 -0.82 2.59 

②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안다.
1.00 5.00 3.96 0.76 -0.64 1.01 

③ 나는 한반도의 평화의 의미와 평화 정착의 중

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2.00 5.00 4.14 0.62 -0.27 0.21 

④ 나는 남북의 통일 정책 및 남북 합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1.00 5.00 3.21 0.97 0.10 -0.60 

⑤ 나는 남북한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2.00 5.00 4.18 0.67 -0.63 0.94 

⑥ 나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 실

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1.00 5.00 3.21 0.98 -0.18 -0.47 

⑦ 나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와 주변국(미·일·중·러 등)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다.

1.00 5.00 4.13 0.72 -0.75 1.20 

⑧ 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경제적 발전과 정의

롭고 포용적인 사회 정착이 중요한 이유를 이

해하고 있다.

1.00 5.00 4.02 0.74 -1.10 2.74 

⑨ 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인권존중, 대화와 타

협 등 민주시민역량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

고 있다.

1.00 5.00 4.15 0.73 -0.87 1.80 

⑩ 나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역

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

고 있다.

1.00 5.00 3.98 0.76 -0.69 1.04 

가치·

태도

① 나는 이산가족 문제나 이념적 갈등 등 분단이 

가져온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1.00 5.00 4.06 0.80 -0.86 1.10 

② 나는 통일의 방식, 시기, 통일 이후 생겨날 일

들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1.00 5.00 3.91 0.80 -0.51 0.40 

③ 나는 북한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이들을 돕고 싶다.
1.00 5.00 3.82 0.84 -0.43 0.18 

④ 나는 북한이탈 주민이나 학생들과 상호작용하

는 데 관심이 많다.
1.00 5.00 3.62 0.94 -0.31 -0.36 

⑤ 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둘러싼 다양한 관

점들을 존중한다.
2.00 5.00 4.15 0.68 -0.52 0.45 

⑥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

원이자 “먼저 온 통일 세대”로서 평등하게 

대하고자 한다.

1.00 5.00 4.02 0.78 -0.94 2.04 

⑦ 나는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1.00 5.00 3.74 0.86 -0.39 -0.11 

⑧ 나는 북한 주민들을 평화 통일의 동반자로서 

존중한다.
1.00 5.00 3.99 0.75 -0.89 2.19 

⑨ 나는 남북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상호 존중하

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2.00 5.00 4.12 0.71 -0.63 0.63 

⑩ 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 사

람들과 함께 협력하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다.
1.00 5.00 3.73 0.91 -0.51 -0.11 

표 2. 문항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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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검증

하기 위하여 KMO 검증과 Bar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

기능·

실천

① 나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

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1.00 5.00 3.72 0.86 -0.34 -0.31 

② 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국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1.00 5.00 3.74 0.82 -0.29 -0.18 

③ 나는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2.00 5.00 4.15 0.67 -0.46 0.25 

④ 나는 예비교사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2.00 5.00 3.76 0.80 -0.20 -0.43 

⑤ 나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을 지니고 있다.

1.00 5.00 3.83 0.78 -0.40 0.35 

⑥ 나는 평화와 통일 관련 문제를 민주적 원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1.00 5.00 3.87 0.74 -0.30 0.16 

⑦ 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1.00 5.00 3.84 0.75 -0.39 0.28 

⑧ 나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나와 다른 관점을 가

진 사람들의 의견을 개방적인 태도로 경청하며 

존중할 수 있다.

1.00 5.00 4.22 0.68 -0.89 2.43 

교수·

역량

① 나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화통

일교육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알고 있다.
1.00 5.00 3.24 1.00 -0.02 -0.67 

② 나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주안점과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1.00 5.00 3.39 0.99 -0.25 -0.40 

③ 나는 초등학생들이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

을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

2.00 5.00 3.82 0.77 -0.22 -0.34 

④ 나는 평화통일 교육에서 초등학생이 관심을 가

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 5.00 3.37 0.99 -0.20 -0.50 

⑤ 나는 초등학생의 관심과 발달 수준에 맞게 평

화통일교육의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1.00 5.00 3.59 0.85 -0.43 0.18 

⑥ 나는 초등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1.00 5.00 3.48 0.87 -0.28 -0.11 

⑦ 나는 초등학생이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질문할 

때 자신감을 갖고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다.
1.00 5.00 3.50 0.89 -0.07 -0.47 

⑧ 나는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평화의식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1.00 5.00 3.83 0.76 -0.36 0.20 

⑨ 나는 초등학생들이 공동체 내의 갈등을 조정하

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도할 수 있다.
1.00 5.00 4.05 0.71 -0.88 2.22 

⑩ 나는 초등학생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나

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할 수 있다.
1.00 5.00 3.78 0.75 -0.24 0.08 

⑪ 나는 초등학생에게 북한이탈주민이나 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평등한 일원으로 존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00 5.00 4.10 0.69 -0.50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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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O 검증은 전체 상관관계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나타내므로 1에 접근할수록 자료가 요

인분석에 적합함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7 또는 .8이상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여

겨짐.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은 모집단의 상관행렬과 단위행렬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값이 유의

하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의미

 ○ 본 자료의 표본은 KMO 측도는 .920, Bar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6774.13 (df=741, p=.000)

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요인 개수 설정을 위한 분석

 ○ 본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39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함.

 ○ 요인의 추출과 회전은 각각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직각회전법(varimax)

을 적용하였고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의 요인을 추출하고자함.

 ○ 요인 개수 설정을 위해서는 첫째, 각 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 스크리도표, 요인에 의해 설

명되는 총분산의 누적비율,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참고함(Watson, 2017). 요인에 부하량이 .4 

이상이면서 가장 높게 부하된 요인에 대한 부하량과 두 번째로 높게 부하된 요인에 대한 부하

량의 차이가 .1이하인 문항을 3개 이상 가진 요인만 유의미한 요인으로 해석하고자 함

(Hancock & Muller, 2010; Watson, 2017). 

 ○ 분석 결과 1 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7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나 스크리도표(그림 1)는 3개 요인에서 

급격히 기울기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따라서 3개 요인~7개 요인의 가능성을 각각 살펴봄.

 ○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분산의 누적 비율을 봤을 때는 6개 요인과 7개 요인이 총분산의 5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6개 요인일 때 51.27%, 7개 요인일 때 55.10%). 그러나 7개의 

요인과 6개의 요인을 제시한 결과에는 다수의 요인에서 중복으로 로딩되는 문항이 많아 7개 

요인과 6개 요인 구조는 유의미한 해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5요인과 4요인은 요인의 구조 및 내용을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낮게 

요인에 부하되는 문항을 삭제하였을 때 다섯 번째 또는 네 번째 요인의 문항이 3개 이상으로 

유지 되지 않았음.

 ○ 따라서, 요인의 구조 및 내용을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고, 낮게 부하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삭

제한 후 각 요인별로 문항이 3개 이상 유지되는 것은 3개 요인 모형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스크리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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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요인 및 문항 선정

 ○ 3요인 모형을 중심으로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중복으로 부하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25문항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요인은 총 12문항이 부하가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통일교육의 

지식·이해, 가치·태도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었음.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 요인을 

‘평화통일감수성’으로 명명하고, “평화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공

감하며 북한주민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 2번째 요인은 기존의 평화통일 기능 및 실천 영역에 포함되어있던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낮거

나 중복으로 부하된 문항을 삭제하고 총 8문항이 선정됨.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 요인을 ‘평화

통일 실천역량’으로 명명하였고, 이 영역의 점수는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인 과업들을 실천하는 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함. 

 ○ 3번째 요인은 기존의 평화통일 교수 및 역량 영역에 포함되어있던 문항들로 요인부하량이 낮

거나 중복으로 부하된 문항을 삭제한 뒤에는 총 5문항이 선정되었음. 연구진들은 이 요인을 

‘평화통일 교수역량’으로 명명함. ‘평화통일 교수역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적절히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함.  

 ○ 최종 25문항을 대상으로 3요인에 설명되는 총분산의 누적비율은 55.88%로 나타남.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51에서 .79 사이에 있었으며 모든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p <.001)

1요인: 평화통일감수성 (12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가치⑥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이자 “먼저 온 

통일 세대”로서 평등하게 대하고자 한다.
0.755 0.092 0.114

가치⑧ 나는 북한 주민들을 평화 통일의 동반자로서 존중한다. 0.731 0.207 -0.003

지식②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안

다.
0.698 0.055 0.042

가치③ 나는 북한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이들을 돕고 싶다.
0.656 0.091 0.017

가치⑩ 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력

하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다.
0.622 0.279 0.189

가치⑦ 나는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0.621 0.182 0.084

가치⑨ 나는 남북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0.606 0.293 0.150

가치④ 나는 북한이탈 주민이나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 0.603 0.174 0.157

지식⑧ 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경제적 발전과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 

정착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0.600 0.133 0.167

표 3. 최종문항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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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⑨ 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인권존중, 대화와 타협 등 민주시민역량

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0.575 0.108 0.137

지식③ 나는 한반도의 평화의 의미와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

다.
0.571 0.272 0.026

지식⑩ 나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역사, 정치, 경제, 사

회·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0.554 0.133 0.180

2요인: 평화통일 실천역량 (8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기능⑤ 나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소통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0.201 0.791 0.203

기능⑥ 나는 평화와 통일 관련 문제를 민주적 원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따

라 해결할 수 있다.
0.218 0.754 0.224

기능④ 나는 예비교사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역

량을 가지고 있다.
0.219 0.731 0.256

기능② 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국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0.074 0.631 0.241

기능⑦ 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실천

할 수 있다.
0.334 0.577 0.249

기능③ 나는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0.139 0.559 0.179

기능① 나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

여 활용할 수 있다.
0.162 0.516 0.278

기능⑧ 나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개방적인 태도로 경청하며 존중할 수 있다.
0.232 0.505 0.098

3요인: 평화통일 교수역량 (5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교수역량⑥ 나는 초등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

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0.154 0.325 0.764

교수역량④ 나는 평화통일 교육에서 초등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

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056 0.259 0.755

교수역량⑤ 나는 초등학생의 관심과 발달 수준에 맞게 평화통일교육의 내

용을 조직할 수 있다.
0.094 0.320 0.745

교수역량① 나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와 핵심 내용을 알고 있다.
0.178 0.168 0.657

교수역량② 나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주안점과 유

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0.195 0.25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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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하위요인 신뢰도 및 기술통계

 ○ 최종으로 선정된 25문항의 각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음. 첫 번째 ‘평화통일감수

성’의 경우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값이 .90, ‘평화통일 실천역량’의 경우 

.88, ‘평화통일 교수역량’의 경우 .88로 모두 .8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각 척도의 문항

들이 안정적으로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음. 

 ○ 각 하위영역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음. 

평균값을 비교할 때 평화통일감수성의 평균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평화통

일 실천역량 3.89점, 평화통일 교수역량 3.41점으로 나타남.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평화통일감수성 1.67 1.67 3.94 .55 -.589 1.442

평화통일 실천역량 2.13 2.13 3.89 .56 -.011 .008

평화통일 교수역량 1.20 1.20 3.41 .77 -.198 .026

표 4. 최종 하위요인 기술통계 

 ○ 각 하위요인간 이변량 상관분석(bivariate correlation)을 실시한 결과 평화통일 감수성

과 평화통일 실천역량의 상관계수는 .487 (p <.001), 평화통일감수성과 평화통일 교수

역량의 상관계수는 .357 (p <.001), 평화통일 실천역량과 평화통일 교수역량의 상관은 

.568 (p <.001)로 나타났음. 즉 평화통일감수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평화통일 실천

역량, 평화통일 교수역량을 보고하는 경향과, 평화통일 실천역량이 높다고 보고할수록 

평화통일 교수역량 또한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    

하위요인 1 2

1. 평화통일감수성 -

2. 평화통일 실천역량 .487** -

3. 평화통일 교수역량 .357** .568**

** p < .001

표 5. 최종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마.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하위요인의 점수 차이 검증

 ○ 다음으로 최종 선정된 25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에 있어 성별, 학년, 통일교육 관련 강

좌 수강여부에 있어 평균값의 차이가 관찰되는지 검증하였음.

 ○ 성별 집단에 따른 평균값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하위영

역에서 성별로 인한 평균값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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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군에 따른 평균값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하위영역에

서 학년군으로 인한 평균값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p >.05)

 ○ 통일교육 관련 강좌 수강 여부에 따른 평균값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화통일감수성 및 

평화통일 실천역량의 평균값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p >.05), 평화통일 교수역량의 평

균값 차이는 유의하였음(p <.001). 통일교육 관련 강좌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통일교육 관련 강좌를 수강한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더 높은 평화통일 교수역량 평균을 

보고하였음. 

하위요인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1. 평화통일감수성
여학생 239명 3.96 .52

1.78
남학생 61명 3.83 .62

2. 평화통일 실천역량
여학생 239명 3.87 .57

-1.23
남학생 61명 3.97 .57

3. 평화통일 교수역량
여학생 239명 3.37 .79

-1.82
남학생 61명 3.57 .67

표 6. 성별 집단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

하위요인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1. 평화통일감수성

1학년 80명 3.94 .58

1.22
2학년 76명 3.83 .62

3학년 73명 4.00 .45

4학년 71명 3.94 .54

2. 평화통일 실천역량

1학년 80명 3.96 .58

1.65
2학년 76명 3.94 .57

3학년 73명 3.82 .60

4학년 71명 4.00 .56

3. 평화통일 교수역량

1학년 80명 3.35 .79

1.80
2학년 76명 3.29 .84

3학년 73명 3.46 .71

4학년 71명 3.56 .73

표 7. 학년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

하위요인 수강경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1. 평화통일감수성
있다 105명 3.96 .52

0.53
없다 195명 6.93 .56

2. 평화통일 실천역량
있다 105명 3.95 .57

1.28
없다 195명 3.86 .57

3. 평화통일 교수역량
있다 105명 3.60 .70

3.08**
없다 195명 3.31 .79

p < .001

표 8. 통일교육 관련 강좌 수강 여부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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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통일감수성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ㅇ 기간 : 2021.12.2.(목)-12.22.(수)
ㅇ 대상 : 서울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재학생 239명

<첨부자료> 설문조사지 예시

5) 평화통일감수성지수 측정 및 문항 분석 2차

2021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평화통일지수 타당화 연구(2)

김영화·이인재·노철현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목표

○ 예비교사의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 실천을 높일 목적으로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성과를 표준

화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적었음. 

○ 표준화된 심리검사의 개발은 초등예비교사의 평화통일에 대한 태도나 실천력을 객관적

으로 진단하여 향후 평화통일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예비교사의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해, 가치·태도, 실천력, 교수력 등

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지수(이인재 외, 2020)가 개발되었으나 새롭게 개발된 심리

검사의 심리측정학적 특성(psychometric properties)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었음. 노

철현 외(2021)의 연구에서 평화통일지수 예비문항을 수정·보완하여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25문항의 평화통일지수를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하위영역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음. 

○ 기개발된 평화통일지수 척도의 25문항 및 하위영역의 구인타당도, 준거타당도, 수렴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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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세대 평화통일교육을 이끄는 주체로서 예비교사가 지닌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

○ 초등 예비교사 대상 평화통일지수(25문항) 구인타당도 검증

○ 초등 예비교사 250명 대상 평화통일지수(25문항) 설문조사 실시

○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검증

○ 관련 변인과의 관령성을 확인함으로 인한 준거타당도, 수렴타당도 검증

○ 최종문항의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3. 연구의 주요 절차 

○ Anastasi, & Urbina (1997) 및 DeVellis (2016) 등이 제안한 표준적인 심리검사 개별절차

를 따름. 

교육대학교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ò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ò

구인타당도 검증

ò

최종 문항 신뢰도 및 기술통계 확인

표 1. 심리검사 타당도 검증 절차

Ⅱ. 이론적 배경

1. 예비교사 대상 평화통일지수의 정의(이인재 외, 2020의 주요 내용 요약)

○ 평화통일지수란 예비교사들의 평화통일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 지표로, “평화통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해, 가치·태도 그리고 기능·실천 능력”으로 개념적으로 정

의됨. 

○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총 41문항의 예비문항을 개발함.

○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지수란 교육대학교에서 초등 예비교사 대상의 평화통

일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적절한 내용과 방법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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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통일지수의 하위영역(노철현 외, 2021)

○ 초등예비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41개 예비문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음. 

○ 3요인 모형을 중심으로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중복으로 부하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25문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요인은 총 12문항이 부하가 되었는데 이는 기존

의 통일교육의 지식·이해, 가치·태도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었음.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 요인을 ‘평화통일감수성’으로 명명하고, “평화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북한주민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 2번째 요인은 기존의 평화통일 기능 및 실천 영역에 포함되어있던 문항 중 요인부하량

이 낮거나 중복으로 부하된 문항을 삭제하고 총 8문항이 선정됨.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 

요인을 ‘평화통일 실천역량’으로 명명하였고, 이 영역의 점수는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실천하는 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함. 

 ○ 3번째 요인은 기존의 평화통일 교수 및 역량 영역에 포함되어있던 문항들로 요인부하

량이 낮거나 중복으로 부하된 문항을 삭제한 뒤에는 총 5문항이 선정되었음. 연구진들

은 이 요인을 ‘평화통일 교수역량’으로 명명함. ‘평화통일 교수역량’은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적절히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

함.  

하위요인 정의 문항

평화통일

감수성(12

문항)

평화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화통일의 필

요성에 공감하며 북한주

민에 대한 존중의 태도

를 보임

1.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이자 “먼

저 온 통일 세대”로서 평등하게 대하고자 한다.

2. 나는 북한 주민들을 평화 통일의 동반자로서 존중한다.

3.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 통일이 필요함

을 안다.

4. 나는 북한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회가 주어

지면 기꺼이 이들을 돕고 싶다.

5. 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함

께 협력하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다.

6. 나는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7. 나는 남북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8. 나는 북한이탈 주민이나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

9. 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경제적 발전과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 정착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표 2. 평화통일지수 하위영역의 정의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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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통일지수 응답 방식

○ 평화통일지수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응답하게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함. 

10. 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인권존중, 대화와 타협 등 민주시

민역량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11. 나는 한반도의 평화의 의미와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이해

하고 있다.

12. 나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역사, 정치, 경

제, 사회·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평화통일 

실천역량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

들을 실천하는 역량

1. 나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2. 나는 평화와 통일 관련 문제를 민주적 원리와 의사결정 과

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3. 나는 예비교사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 참여하기 위

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국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6. 나는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

결해 나갈 수 있다.

7. 나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8. 나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개방적인 태도로 경청하며 존중할 수 있다.

평화통일 

교수역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

화통일교육을 적절히 수

행해낼 수 있는 역량

1. 나는 초등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

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나는 평화통일 교육에서 초등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

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 나는 초등학생의 관심과 발달 수준에 맞게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4. 나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목

표와 핵심 내용을 알고 있다.

5. 나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주안점과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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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통일지수 신뢰도 분석

○ 25문항의 각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음. 첫 번째 ‘평화통일감수성’의 경우 내적일

치도 Cronbach’s alpha값이 .90, ‘평화통일 실천역량’의 경우 .88, ‘평화통일 교수역

량’의 경우 .88로 모두 .8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각 척도의 문항들이 안정적으로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음. 

5. 종합 및 요약

○ 평화통일지수란 예비교사들의 평화통일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교사의 “평화통일

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해, 가치·태도 그리고 기능·실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

표로 고안됨. 

○ 4개의 하위영역(지식·이해, 가치·태도, 기능·실천, 교수·역량)을 중심으로 총 41문항

이 개발되었음.

○ 41개 예비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됨. 각각의 

요인은 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일실천역량, 평화통일교수역량으로 명명됨. 각 요인에 부

하하지 않거나 중복으로 부하한 문항을 삭제한 후 총 25문항이 확정됨. 

 ○ 25문항으로 구성된 평화통일지수는 각 하위영역별로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고함. 

 ○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은 샘플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요인 수의 결

정, 요인의 해석 등에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크므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요인 구조가 별도의 샘플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고하고자 함. 

 ○ 또한 새롭게 개발된 평화통일지수의 점수가 기존에 개발된 다른 통일에 대한 태도 척

도(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최훈석 외, 2021)와 관련성을 보이는지 준거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통일선행연구를 통해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변인(다문화주의 인

식)과의 수렴타당도 역시 확인하고자 하였음.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및 대상

 ○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을 실시하여 서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에 재학 중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함.

 ○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읽고 연구참여를 원하는 경우 자

유롭게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함.

 ○ 설문조사 응답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기프티콘이 지급됨.

 ○ 총 239명의 참여자가 온라인설문을 완료

 ○ 전체 참여자 중 서울교대의 재학생이 175명(72.8%), 광주교대가 50명(20.9%), 춘천교대가 

14명(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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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 학년 분포, 통일교육 관련 강좌 수강 여부는 표 3에 제시된 바

와 같음. 

성별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분포

남성 46 19.2

여성 193 80.8

전체 239 100.0

학년 분포

1학년 74 31.0

2학년 78 32.6

3학년 68 28.5

4학년 19 7.9

전체 239 100.0

통일교육 관련 강좌 

수강 여부

없다 89 37.2

있다 150 62.8

전체 239 100.0

표 3. 참여자 인적사항 분포 

2. 측정도구

 가. 평화통일지수

  ○ 기개발된 평화통일지수(총 25문항)를 활용하였음. 자세한 설명은 이론적 배경 참조.  

나. 통일에 대한 척도

  ○ 통일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하여 최훈석 외(2021)가 개발한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Attitude Toward Unificaton of Korea: ATU-K)를 활용함. 

  ○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는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심리검사로서 통일

에 대한 인지적 신념과 정서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함. 

  ○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 영역은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 결과에 대한 신념을 묻는 문

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문항은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와 같음. 

  ○ 최훈석 외(2021)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 영역에 대한 응답을 발생가능성에 대

한 기대와 발생가능한 결과에 대한 바람직성으로 나누어서 응답하게 하였으나 본 조

사에서는 응답의 편의성을 위해 주어진 문항이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함(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통일에 대한 긍정정서(5문항) 및 부정정서(5문항)를 묻는 문항은 주어진 정서반응(예: 

기쁘다)이 얼마나 느껴지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함(1점: 전혀 느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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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 5점: 매우 강하게 느껴짐). 

  ○ 통일에 대한 태도척도 점수의 α는 .90, 긍정정서의 α는 .89, 부정정서의 α는 .71으로 

안정적인 신뢰도가 보고됨.

다. 다문화주의 인식

 ○ 다문화주의 인식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예시문항으로는 “우리나라의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

움이 된다.” 등이 있음.

 ○ 응답은 5점 리커트척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짐(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주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됨. 

 ○ 다문화주의 인식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83로 안정적인 신뢰도가 나타남. 

3. 분석 방법

 ○ 1차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 하위영역(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일

실천역량 평화통일교수역량)이 ‘평화통일지수’의 심리적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

단하였으며, 이에 각 영역을 하나의 요인으로 가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적합성 내지는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잠재적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보는 방식임. 

 ○ 하위영역의 점수와 다문화주의 인식,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점수 간의 상관분석 실시

 ○ 확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내적일치도를 계산

 ○ 성별, 학년, 통일교육 관련 강좌 수강 여부에 따라 각 하위요인 별 평균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또는 t-검증 실시

 ○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Jamovi 프로그램, 차이 검증에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

Ⅳ. 연구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개 하위영역(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일실천역량 평화통일교수역량)이 ‘평화통일지

수’의 심리적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각 영역을 하나의 요인으

로 가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 CFA 결과(표 4), 3개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CFI=.905, 

SRMR=.045, RMSEA=.078[90%CI: .071-.096]. 따라서 평화통일지수는 3개의 하위영역을 

지닌 다차원적 척도로 이해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하위 문항들의 검정 결과를 보면 모두 각각의 요인을 구성하는 데 유의미한 문항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회귀계수 값으로 요인부하량을 살펴볼 때 모두 .7 이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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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음(표 5). 

모형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

 df p 　CFI SRMR RMSEA
RMSEA 90% CI

Lower Upper

674 272 < .001 .905 .045 .078 .071 .096 

표 4. 문제해결력 요인구조 모형 검증 결과

1요인: 평화통일감수성 (12문항) 요인부하량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이자 “먼저 온 통일 세대”로서 평등하

게 대하고자 한다.
.747

나는 북한 주민들을 평화 통일의 동반자로서 존중한다. .777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안다. .711

나는 북한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이들을 돕고 싶다. .791

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다.
.774

나는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735

나는 남북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737

나는 북한이탈 주민이나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 .695

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경제적 발전과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 정착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782

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인권존중, 대화와 타협 등 민주시민역량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

하고 있다.
.764

나는 한반도의 평화의 의미와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763

나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에 대해 이해

하고 있다.
.798

2요인: 평화통일 실천역량 (8문항)

나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

력을 지니고 있다.
.743

나는 평화와 통일 관련 문제를 민주적 원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692

나는 예비교사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759

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국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784

표 5. 최종문항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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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통일지수와 다문화주의 인식, 통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

 ○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화통일지수의 3가지 하위요인은 다문화주의 인식,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긍정정서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p <.01). 반면, 

평화통일 교수 역량을 제외한 평화통일지수의 2가지 하위요인 점수는 통일에 대한 부정

정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음(p <.01). 

 ○ 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일실천역량, 평화통일 교수역량이 높을수록 높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높은 통일에 대한 긍정정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준거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일실천역량과 통일에 대한 태도 간에는 .6 이상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나 평화통일 교수역량과 통일에 대한 태도 및 통일에 대한 긍정정

서 간에는 .3 또는 .4 정도의 중간 정도의 상관이 나타났고, 평화통일 교수역량과 통일

에 대한 부정정서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이들 영역의 관련성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일실천역량, 평화통일 교수역량이 높을수록 높은 다문화주의 인

식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할 수 있다.

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758

나는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766

나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772

나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개방적인 태도로 경청하

며 존중할 수 있다.
.729

3요인: 평화통일 교수역량 (5문항)

나는 초등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

용할 수 있다.
.760

나는 평화통일 교육에서 초등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738

나는 초등학생의 관심과 발달 수준에 맞게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794

나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알고 있다. .841

나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주안점과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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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1 2 3 4 5 6

1. 평화통일감수성

2. 평화통일 실천역량 .81**

3. 평화통일 교수역량 .54** .67**

4. 다문화주의 인식 .59** .59** .48**

5. 통일에 대한 태도 .72** .66** .42** .58**

6. 통일에 대한 긍정정서 .69** .55** .35** .45** .60**

7. 통일에 대한 부정정서 -.29** -.23** -.12 -.14* -.27** -.30**

* p <.05 ** p <.01

표 6.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3. 평화통일지수 신뢰도 및 기술통계

 ○ 각 하위영역 점수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평화통일감수성이 .94, 평화통일

실천역량이 .91, 평화통일교수역량이 .89로 안정적인 신뢰도가 나타남.  

 ○ 2차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평화통일지수 점수는 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화통일감수

성의 평균값은 4.05, 평화통일 실천역량의 3.97, 평화통일 교수역량 3.66으로 참여자들은 

다소 높은 수준의 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일 실천역량, 평화통일 교수역량을 보고하였

음.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평화통일감수성 4.05 .62 1.00 5.00 -.65 1.18

평화통일 실천역량 3.97 .62 1.00 5.00 -.34 1.19

평화통일 교수역량 3.66 .79 1.00 5.00 -.24 -.03

표 7. 최종 하위요인 기술통계 

 

○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교육 관련 강좌 수강 여부에 따라 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

일 실천역량, 평화통일 교수역량 간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시한 결과, 평화통

일감수성, 평화통일 실천역량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나타남(p <.01). 

○ 통일교육 관련 수강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평화통일

감수성, 평화통일 실천역량 점수를 보고함. 평화통일 교수역량에서의 점수 차이는 유의

미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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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수강경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1. 평화통일감수성
있다 150명 4.15 .56

3.09*
없다 89명 3.89 .68

2. 평화통일 실천역량
있다 150명 4.05 .58

2.78*
없다 89명 3.82 .66

3. 평화통일 교수역량
있다 150명 3.73 .78

1.79
없다 89명 3.54 .80

* p < .01

표 8. 통일교육 관련 강좌 수강 여부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

Ⅴ. 요약 및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기개발된 평화통일지수 25문항의 심리측

정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롭고 타당한 평화통일지수 최종 문항을 제안하는 것이었

음.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개발된 평화통일지수의 3가지 하위요인이 안정적으로 나타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개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에는 3개 교육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재학생 

239명이 참여함. 

 ○ 참여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한 결과 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일 실천역

량, 평화통일 교수역량이라는 3개의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 각 하위영역의 

모든 문항은 지정된 요인에 안정적으로 부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화통일지수 점수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하위영역과, 통일에 대한 태

도 척도, 통일에 대한 긍정정서, 통일에 대한 부정정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화통일지수 3가지 하위영역의 점수는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긍정정서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남. 평화통일 감수성, 평화통일 실천역량과 통일에 대한 부정정서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나 준거타당도가 지지되었으나, 평화통일 교수역량과 평화통일 부정정

서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음. 

 ○ 평화통일지수 점수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하위영역과, 다문화주의 인

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가지 하위영역과 다문화주의 인식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음. 

 ○ 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일 실천역량, 평화통일 교수역량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계산한 

결과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값이 모두 .8 이상으로 나와 각각의 하위척도는 측

정하고자하는 구인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교육 관련 강좌 수강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통일교육 관련 강좌 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평화통일감수성과 평화통일 실천역량을 보고하였으나 평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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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수역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는 1차 조사에서 다른 하위영역에서

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화통일 교수역량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던 결과와는 일치 

하지 않는 발견임. 

2.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지수(25문항)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위하

여 249명의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

으로 3가지 하위요인(평화통일감수성, 평화통일 실천역량, 평화통일 교수역량)이 안정적

으로 도출됨을 확인하였음. 

 ○ 또한 평화통일지수 하위영역의 점수는 기존의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나 관련성이 높다

고 알려진 다문화주의 인식과도 정적 상관을 보여 평화통일지수 척도의 준거타당도, 수

렴타당도 정보가 확인되었음.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또한 안정적으로 보고됨. 

 ○ 그러나 평화통일지수 하위영역 중 평화통일 교수역량의 경우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정서와는 중간정도의 상관지수가 나타났고, 통일에 대한 부정정서

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평화통일 교수역량은 평화통일감수성이나 평화통

일 실천역량과는 다소 다르게 기능할 가능성을 나타냄. 

 ○ 또한 1차 조사와 달리, 평화통일 관련 강좌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

생들에 비해 더 높은 평화통일감수성 및 평화통일 실천역량을 보고하였으나 평화통일 

교수역량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이는 평화통일감수성 및 평화통일 실천역량에

서는 차이가 없지만 평화통일 교수역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1차 조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발견으로 평화통일 교수역량의 증진에 관련된 교육 내용, 학습 활동 등

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화통일지수는 초등 예비교사의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태도, 실

천능력, 교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

료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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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평화통일지수 문항별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평화통일감수성① 나는 북한이탈주민

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이자 

“먼저 온 통일 세대”로서 평등하게 

대하고자 한다.

1.00 5.00 4.10 0.75 -0.83 1.63 

평화통일감수성② 나는 북한 주민들

을 평화 통일의 동반자로서 존중한다.
1.00 5.00 4.23 0.72 -0.86 1.38 

평화통일감수성③ 나는 한반도의 평

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안다.

1.00 5.00 4.02 0.85 -0.90 1.11 

평화통일감수성④ 나는 북한이탈 주

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이들을 돕고 싶다.

1.00 5.00 4.07 0.80 -0.93 1.41 

평화통일감수성⑤ 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다.

1.00 5.00 3.96 0.85 -0.67 0.43 

평화통일감수성⑥ 나는 한반도의 분

단 극복과 통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

이고자 한다.

1.00 5.00 3.88 0.95 -0.64 -0.02 

평화통일감수성⑦ 나는 남북의 다양

한 문화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1.00 5.00 4.15 0.74 -0.76 1.08 

평화통일감수성⑧ 나는 북한이탈 주

민이나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관

심이 많다.

1.00 5.00 3.79 0.94 -0.48 -0.19 

평화통일감수성⑨ 나는 한반도 통일

을 위해 경제적 발전과 정의롭고 포

용적인 사회 정착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1.00 5.00 4.07 0.81 -0.88 1.16 

평화통일감수성⑩ 나는 한반도 통일

을 위해 인권존중, 대화와 타협 등 민

주시민역량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

하고  있다.

1.00 5.00 4.19 0.74 -1.00 1.83 

평화통일감수성⑪ 나는 한반도의 평

화의 의미와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1.00 5.00 4.15 0.74 -0.74 1.01 

평화통일감수성⑫ 나는 한반도 통일

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

고  있다.

1.00 5.00 4.08 0.75 -0.62 0.63 

실천역량① 나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 1.00 5.00 3.78 0.82 -0.36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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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

니고 있다.
실천역량② 나는 평화와 통일 관련 

문제를 민주적 원리와 의사결정 과정

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1.00 5.00 3.85 0.81 -0.35 -0.07 

실천역량③ 나는 예비교사로서 한반

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 참여하기 위

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1.00 5.00 3.90 0.84 -0.38 -0.24 

실천역량④ 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국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 자

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1.00 5.00 3.94 0.81 -0.41 -0.09 

실천역량⑤ 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

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1.00 5.00 3.88 0.84 -0.51 0.25 

실천역량⑥ 나는 일상생활 속에 존재

하는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

해 나갈 수 있다.

1.00 5.00 4.18 0.73 -0.69 0.84 

실천역량⑦ 나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

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수

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1.00 5.00 3.99 0.80 -0.72 0.89 

실천역량⑧ 나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

견을 개방적인 태도로 경청하며 존중

할 수  있다.

1.00 5.00 4.25 0.73 -0.81 0.98 

교수역량① 나는 초등학생이 자기 주

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

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00 5.00 3.71 0.87 -0.26 -0.38 

교수역량② 나는 평화통일 교육에서 

초등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

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 5.00 3.56 1.00 -0.33 -0.38 

교수역량③ 나는 초등학생의 관심과 

발달 수준에 맞게 평화통일교육의 내

용을 조직할 수 있다.

1.00 5.00 3.80 0.84 -0.39 0.08 

교수역량④ 나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와 핵심 내용을 알고 있다.

1.00 5.00 3.51 1.06 -0.29 -0.61 

교수역량⑤ 나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

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주안점과 유

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1.00 5.00 3.73 0.95 -0.42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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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교육학술세미나(2년차)

(http://tongil.snue.ac.kr/bbs/board.php?bo_table=academic&page=2)

ㅇ 진행사항 
-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 2021. 4. 29.(목) 09:30-17:30
-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 : 2021. 10. 29.(금) 13:00-18:00
- 세부내용

< 2021년 상반기 통일교육 학술 세미나 >

▪ 일시 : 2021. 4. 29.(목) 09:30-17:3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206호

▪ 주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1회의 :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과제】

-발표 1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황지환, 서울시립대)

-토론 : 임수호(국가전략연구원)

-발표 2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과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토론 : 서보혁(통일연구원)

-발표 3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사회적 평화(김학재, 서울대)

-토론 : 윤철기(서울교대) 

【제2회의 : 비대면의 시대,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 1 : 비대면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숭실대 사례를 중심으로 (조은희, 숭실대) 

-토론 : 여현철(국민대)

-발표 2 : 중등교육, 비대면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이광숙, 모현중)

-토론 : 박종호(서울고)

-발표 3 : 초등교육, 비대면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간우연, 계수초)

-토론 : 정가영(성호초)

【제3회의 :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와 전망】

-발표 1 : 북한정치의 변화(김일기, 국가전략연구원)

-토론 : 김갑식(통일연구원)

-발표 2 : 북한경제의 변화(최은주, 세종연구소)

-토론 : 정영철(서강대)

-발표 3 : 북한사회의 변화(정은미, 통일연구원)

-토론 : 전영선(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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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21년(2차년도) 연차보고서

<첨부자료> 학술대회 자료집

<첨부자료> 학술대회 발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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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21년(2차년도) 연차보고서

< 2021년 하반기 통일교육 학술 세미나 >

▪ 일시 : 2021. 10. 29.(금) 13:00-18:0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206호

▪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평화연구 및 교육의 과제

【제1회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평화교육 및 연구의 과제】

-발표 1 : “연합적 평화” 관점에서 바라본 한반도 통합(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토론 : 박영자(통일연구원)

-발표 2 : 평화·통일교육의 복합성(신대진, 성균관대학교)

-토론 : 차승주(강원대)

-발표 3 : 포스트 자유주의 평화론과 평화교육(강혁민, 강원대학교)

-토론 : 서보혁(통일연구원)

【제2회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교육 과제】

-발표 1 : 지구적 불평등과 한국 평화교육의 과제(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토론 : 유혜영(서울대학교)

-발표 2 : 서울 소재 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 설립 구분 및 특수학급 유무를 중심으로(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토론 : 이기정(대구교대)

-발표 3 : 탈북 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 현황과 과제(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토론 : 황규성(한신대학교)

【제3회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평화교육의 과제】

-발표 1 : 사회정서학습 기반 평화통일교육의 실제(김혜린, 봉현초등학교)

-토론 : 간우연(계수초등학교)

-발표 2 : 학교 평화교육의 과제(배성호, 송중초등학교)

-토론 : 이성숙(어린이어깨동무)

-발표 3 : 학교 젠더교육의 과제(이현애, 신원고등학교)

-토론 : 이희연(University of Innsb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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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21년(2차년도) 연차보고서

<첨부자료> 학술대회 자료집

<첨부자료> 학술대회 발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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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21년(2차년도) 연차보고서

다 예비교사를 위한 강좌별 통일교육 Pilot 수업자료개발Ⅱ(2년차)

(http://tongil.snue.ac.kr/bbs/board.php?bo_table=lecture)

ㅇ 진행사항 
- 2021년 1차 PPT 자료 개발 : 2021. 8. 13.
- 2021년 1차 동영상 자료 개발 : 2021. 9. 10.
- 2021년 2차 PPT 자료 개발 : 2021. 9. 29.
- 2021년 2차 동영상 자료 개발 : 2021. 10. 15.
- 세부내용

< 예비 초등교사를 위한 통일교육 PILOT 수업 자료 개발 내역 >

회차 전공 주제 담당교수 비고

1 비교과 북한의 대중문화 전영선 건국대

2 음악교육 남·북한 국악과 민족음악 비교 조경선 서울교대

3 비교과 MZ세대의 통일감수성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이인재 서울교대

4 비교과 예비교사를 위한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인정 통일교육원

5 미술교육 북한미술의 이해 홍지석 단국대

6 사회교육 북한의 문화유산과 역사인식 임기환 서울교대

7 국어교육 북한 아동문학의 이해
김태호 춘천교대

8 국어교육 통일시대 문학교육의 길찾기

9 윤리교육 통일은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가? 박성진 광주교대

10 체육교육 남북의 태권도: 단절의 역사와 새로운 가능성 장용규 서울교대

11 교육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체계 조정아 통일연구원

12 국어교육 남·북한 구비문학 개론서의 비교 최원오 광주교대

13 수학교육 북한의 수학과 수학교육 조성원 광주교대

14 사회교육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과 영역 교육 내용 김다원 광주교대

15 과학교육 남북한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신원섭 서울송천초

16 비교과 북한의 사회상1
박유성

크리에이터

(탈북민)17 비교과 북한의 사회상2

18 비교과 평화로 바라보는 접경지역 이야기 오덕열 연세대

19 윤리교육
한반도 평화의 시대,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윤철기 서울교대

20 윤리교육 김정일 시대, 북한체제의 변화 – 주변부로의 귀환 윤철기 서울교대

21 윤리교육 뇌신경과학과 통일교육 박형빈 서울교대

22 윤리교육 Martha Nussbaum&통일인성교육 박형빈 서울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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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2>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3>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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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5>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6>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7>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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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9>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0>



62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21년(2차년도) 연차보고서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1>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2>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3>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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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5>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6>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7>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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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19>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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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21> <PILOT 수업자료 샘플 연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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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등교육현장적합성 수업자료 개발Ⅱ(2년차)

(http://tongil.snue.ac.kr/bbs/board.php?bo_table=academic&wr_id=27)

ㅇ 진행사항 
- 저학년군(1-2학년) 계기교육자료(4차시) : 2021. 10. 4.
- 중학년군(3-4학년) 계기교육자료(4차시) : 2021. 10. 4.
- 고학년군(5-6학년) 계기교육자료(4차시) : 2021. 10. 4.

<초등통일교육계기수업자료 샘플(1-2학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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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통일교육계기수업자료 샘플(3-4학년군)>



Ⅱ. 2차년도 사업성과   69



70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21년(2차년도) 연차보고서

<초등통일교육계기수업자료 샘플(5-6학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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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일교육계기수업자료 활용 및 수업 운영을 위한 교사 간담회
- 일시 : 2021. 11. 17.(수) 18:00
- 장소 : 온라인 실시간 회의 플랫폼(zoom)
- 참여 교사 명단

이름 소속 이름 소속
1 설*호 신암초등학교 7 최*필 정배초등학교
2 김*연 공도초등학교 8 신*우 화계초등학교
3 오*영 가원초등학교 9 노*영 고원초등학교
4 오*솜 을지초등학교 10 장*현 효원초등학교
5 김*애 파견교사 11 김*배 청아초등학교
6 염*운 숭미초등학교

- 통일교육계기수업자료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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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강좌 운영

분야 추진과제 주요내용 비고

강좌

운영

① 심화전공별 통
일교육 강좌운영
(Ⅱ)

▪13개 심화전공별 통일교육 Pilot 수업자료(ppt/영상)를 통

한 강좌운영 및 재학생 만족도 조사

② 통일교육 특강 
및 좌담회(Ⅱ)

▪통일교육 학술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과 좌담회

를 통하여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방향 모색

③ 통일소규모역사
문화체험(Ⅱ)

▪분단의 역사 및 통일 관련 문화, 역사현장 탐사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통일의식 고취

▪‘제주에서 DMZ까지’ 통일역사문화추적단 활동을 통

하여 통일교육 감수성 제고

④ 통일문화예술경
진대회(Ⅱ)

▪통일문화예술작품공모전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통일의식 

고취 및 매체제작 역량 함양

▪전국초등교육현장의 계기수업경연대회를 통하여 통일교

육 수업역량제고 및 확산

⑤ 평화통일 38초 
영상 공모전

▪예비초등교사 및 초등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38초 영상 공모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통일교육 역량 함양 

및 현장적용

가 심화전공별 통일교육 강좌운영Ⅱ(2년차)

(http://tongil.snue.ac.kr/bbs/board.php?bo_table=lecture&page=6)

【2021-1학기 강좌 운영】

연번 구분 개설강좌명 주제 담당교수

1 교양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해방에서 분단까지

정동훈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2 교양 소수자와 미디어 먼저 온 미래, 탈북학생 이야기 장은영

3 교양
신경심리와 윤리상담으로 

만나는 통일시민교육
한반도 통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박형빈

4 전공(윤리) 초등도덕교육론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윤리학적 근거 이인재

5 전공(국어) 표기 및 발음교육론
남북한 언어 통합의 실태와 과제

이관희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들여다보기

6 교양 대중문화 속의 춤 남한과 북한의 민속춤 이정연

7 교양 초등미술교육론 남북한의 미술과 교육 고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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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1> 한국의 역사와 문화 : 정동훈
- 강의일시 : 2021-1학기 월요일 5, 6, 7, 8교시
- 수강생 명단

<연번2> 소수자와 미디어 : 장은영

- 강의일시 : 2021.5.31.(월) 18:30
- 수강생 명단

<연번3> 신경심리와 윤리상담으로 만나는 
통일시민교육 : 박형빈

- 강의일시 : 2021.5.26.(수)
- 수강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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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4> 초등도덕교육론 : 이인재
- 강의일시 : 2021.5.24.(월), 5.25.(화)
- 수강생 명단

<연번5> 표기 및 발음교육론 : 이관희
- 강의일시 : 2021.5.25.(화), 6.1.(화)
- 수강생 명단

<연번6> 대중문화 속의 춤 : 이정연
- 강의일시 : 2021.5.26.(수) 13:30
- 수강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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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7> 초등미술교육론 : 고홍규
- 강의일시 : 2021.4.15.(목)
- 수강생 명단

【2021-2학기 강좌 운영】

연번 구분 개설강좌명 주제 담당교수

1 전공 초등국악교육론 남·북한 국악과 민족음악 비교 조경선

2 전공 동시문학론
북한 아동문학의 이해

김태호
통일시대 문학교육의 길찾기

3 전공 국문학개론 남·북한 구비문학 개론서의 비교 최원오

4 교양 수학 북한의 수학과 수학교육 조성원

5 전공 초등과학교육론 남북한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신원섭

6 전공 한반도 분단과 탈분단의 이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 남북한 사회통합

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윤철기

7 대학원  평화교육연구
한반도 평화의 시대, 남북한 사회통합

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8 대학원 통일교육방법론연구

한반도 평화의 시대,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김정일 시

대, 북한체제의 변화–주변부로의 귀환

9 교양 평화와 정의의 아고라A, B
김정일 시대, 북한체제의 변화–주변부

로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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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1> 초등국악교육론 : 조경선
- 강의일시 : 2021.11.1.(월) 3-5교시, 11.2.(화) 2-5교시
- 수강생 명단

10 대학원 남북한교육통합론
뇌신경과학과 통일교육

박형빈
Martha Nussbaum&통일인성교육

11 전공 사회과교육방법 사회과에서 통일교육의 논리와 실제 남호엽

12 전공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북한의 식생활, 영양 그리고 음식 김정원

13 교양 대중문화 속의 춤 남한과 북한의 민속춤 이정연

14 대학원
초등한국어문법교육연구자료세

미나

남북한 언어 통합의 실태와 과제-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들여다보기
이관희

15 대학원 초등한국어어휘의미지도워크숍
남북한 언어 통합의 실태와 과제-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들여다보기

16 대학원  지구우주과학특론 남북의 밤하늘 맹승호

17 교양 한국의 역사와 문화 C, D, E
해방에서 분단까지

정동훈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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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2> 동시문학론 : 김태호
- 강의일시 : 2021.11.16.(화)-11.23.(화)
- 수강생 명단

<연번3> 국문학개론 : 최원오
- 강의일시 : 2021.9.8.(수)
- 수강생 명단

<연번4> 수학 : 조성원
- 강의일시 : 2021.10.25.(월)-10.30.(화)
- 수강생 명단 : 미제출

<연번5> 초등과학교육론 : 신원섭
- 강의일시 : 2021.11.25.(목)-12.9.(목)
- 수강생 명단

<연번6> 한반도 분단과 탈분단의 이해 : 윤철기
- 강의일시 : 2021.9.22.(수)
- 수강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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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7> 평화교육연구 : 윤철기
- 강의일시 : 2021.11.29.(월)-12.10.(금)
- 수강생 명단

<연번8> 통일교육방법론연구 : 윤철기
- 강의일시 : 2021.11.29.(월)-12.10.(금)
- 수강생 명단

<연번9> 평화와 정의의 아고라 : 윤철기
- 강의일시 : 2021.11.8.(월)-12.10.(금)
- 수강생 명단

<연번10> 남북한교육통합론 : 박형빈
- 강의일시 : 2021.11.24.(수), 12.1.(수)
- 수강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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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11> 사회과교육방법 : 남호엽
- 강의일시 : 2021.11.11.(목) 5-7교시, 11.12.(금) 5-7교시
- 수강생 명단

<연번12>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 김정원
- 강의일시 : 2021.10.11.(월)
- 수강생 명단

<연번13> 대중문화 속의 춤 : 이정연
- 강의일시 : 2021.
- 수강생 명단 :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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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14> 초등한국어문법교육
연구자료세미나 
: 이관희

- 강의일시 : 2021.9.10.(금)
- 수강생 명단

<연번15> 초등한국어어휘의미
지도워크숍 : 이관희

- 강의일시 : 2021.10.4.(월)
- 수강생 명단

<연번16> 지구우주과학특론 : 
맹승호

- 강의일시 : 2021.10.27.(수)-31.(일)
- 수강생 명단

<연번17> 한국의 역사와 문화 : 정동훈
- 강의일시 : 2021.10.22.(월)-10.30.(화)
- 수강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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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교육 특강 및 좌담회Ⅱ(2년차)

(http://tongil.snue.ac.kr/bbs/board.php?bo_table=lecture&page=4)

초등교사를 위한 통일교육 좌담회

￭ 1부: 5월 26일(수) 오전 10시-12시 

￭ 2부: 5월 26일(수) 오후 13시-15시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1) 1부 주제 :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 사회자: 서용석(서울교대, 교수)

- 패널 1: 임채성(서울교대, 총장)

- 패널 2: 이인정(국립통일교육원, 교수)

- 패널 3: Jeremy D. Knapp(가톨릭대, 교수)

- 패널 4: 조경선(서울교대, 교수)

2) 2부 주제 :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사회자: 윤철기(서울교대, 교수)

- 패널 1: 김연철(인제대, 교수, 전 통일부장관)

- 패널 2: 이희옥(성균관대, 교수, 성균 중국연구소 소장)

- 패널 3: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패널 원고 샘플1>

2021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교육 좌담회 1부

패널: Jeremy Knapp(가톨릭대학교 교수)

Q1. What is a “global citizen” and what (do you think) is the background on which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 is emerging?

There are two questions here. As for the first question: the phrase “global citizen” is an uneasy alliance 

between “citizenship,” linked with the modern nation-state, and “global,” a concept implying allegiance 

to something different from or incommensurate with the modern nation-state. Thus, the phrase is both 

paradoxical and elusive. In the real world, various competing ideologies and interests attach themselves to the 

phrase and carry on, without ever clarifying or defining the value system the phrase implies. That’s also 

my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about the background. In my experience, most people who use the phrase 

“global citizen” use it as a shorthand for moral, political, and economic commitments which are rarely 

described in detail. To gain legitimacy, this term needs far more rigorous attention and definition, However, 

providing such a definition risks alienating communities which already have robust indices of virtue which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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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ew of the virtues practiced by the persons or entities using the term. The question for the UN, for think 

tanks or institutions seeking Unification, and for any other organisation promoting “global citizenship” is 

this: is it possible to spread the benefits of the modern global order (education, security, climate protections, 

etc.) without imposing a system of virtue coherent with that global order—that is, without engaging in 

cultural imperialism? It’s a huge question, and while this is a common concern in academic circles, I don’t 

really see business and government leaders who understand the question very well, much less giving 

satisfactory answers. 

Q2. What (do you think) are the core competencies that global citizens should have?

I think the question about “competencies” already slants the field in one direction. Why are we concerned 

with competencies for participation in supra-national interests, when the real and present difficulties of our 

lives are entirely caused by a lack of virtue? Corruption in businesses and government, sexual and financial 

scandals in churches, anti-black and anti-asian racism which people face worldwide, but especially in the 

USA where I grew up. We’ve seen the mistreatment of adopted children here in Korea, looking beyond 

Korea, we see the inequitable distribution of Coronavirus vaccines. It seems to me that most human 

frustration and suffering is caused by a lack of virtue, at the levels of individuals and socio-economic 

systems. So, yes, competency matters, but not as much as most people think. Much more pressingly, we have 

to solve the problem of avarice and selfishness in our own hearts, and in the hearts of our children. Now, I 

have been encouraged by some of the moral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 where my boys attend, but 

ultimately I think right action is much more a matter of will and desire than of knowledge. So, education 

alone has big limitations. 

Q3. How high (do you think) people's interest in global citizenship is (in each field in which you are 

engaged)?

I teach English literature to (primarily) Korean students who share neither my birth language nor my birth 

culture. It seems that of all people, my students might be a special breed who have interest in cultural ideas 

and practices that lie beyond their own families and communities. My goal is to disabuse my students of any 

pretense that literature or even English-speaking culture matters. Being fascinated by things abroad does not 

mean you will become a valuable contributor to the lives of those under your influence. The reason we 

study the practices and values of those beyond our own communities is so that we can turn back to our 

own families and communities with understanding, compassion, and a willingness to be servants. Who cares if 

you’re a “global citizen” if you don’t care for the poor and disadvantaged living on your own street? 

Q4. There may b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single-national citizenship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emphasized) and global citizenship (which has recently emerged). What are the ways this tension and conflict 

can be resolved?

Yes, we’re living in a peculiar era, searching for a new legitimate structure on which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Perhaps it’s helpful to remember that prior to the Peace of Westphalia in 1648, the modern 

concept of the nation-state was not at all obvious, not to those whose ancestors had participated in the 

Peace of Augsburg (1555), not even to the people of Great Britain, which by the 16th C was a bit ahead of 

the curve in working out the puzzle of local sovereignty and nationhood. The current worldwide situation 

isn’t all that much different: local commitments are challenged and challenging. Geographically distant 

economic or political subterfuge can swiftly bring real and very horrifying personal losses. While many in the 

world wonder where their next meal will come from, many in the so-called “developed” world are mired 

in political and cultural decadence. The nation-state structure that arose out of the horrors of 17th century 

Europe was steadily weakened by western avarice and greed, manifested in 19th century Western 

colonialism, in two world wars in the 20th century, and then again in failures by western powers in Vietnam, 

Iraq, and Afghanistan. Here in east Asia, we still feel the effects of Japan having adopted Western 

imperialism as its own model, and now China’s urgent rush to recapitulate western economic exploitation, 

even while those economic structures have lost all moral legitimacy. We’re living in an age when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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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trad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have more wealth and political power than half the 

nations in the UN. In this fraught reality, we see several actors vying for credibility, from the likes of Mark 

Zuckerberg and the Facebook “supreme court” review board, to the various programmes of the World 

Bank, or the Asian Development Bank. We’re brought here today under the aegis of only one of many 

attempts to gain that legitimacy and cultural ascendancy,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 applaud 

the stated goals of the World Education forum in Incheon in 2015, “the right to education; equity in 

education; inclusive education;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but I’m not sure that the current 

Modernist conception of rights, equity, inclusion, excellence, and permanence are sufficient, nor that they are 

so obviously “good” as to entice local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to give up their still-extant rubrics of 

virtue. To make matters worse, local communities have no reason whatsoever to think that large 

supra-national entities (such as the UN, for instance) are really acting altruistically. 

Q5. Considering the historical peculiarity of Korean society as a divided country, it seems that various 

ideologies such as nationalism, patriotism, cultural pluralism, and global citizenship are mix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of Korea. What kind of effort do you think is needed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be settled in schools amidst the historical peculiarities of Korea?

As the only non-Korean panelist here, I’m not sure I’m the right person to answer this question. I’ve 

lived and taught here in Korea for nearly 12 years, but I still feel like a guest in this culture. Nevertheless, 

the question posed seems to be concerning coherence. I think that we’re living in an age of information 

fragmentation and disintegration, and the most important job of schools and families must be to help the 

young acquire a sense of coherence between their experiences, their desires, and their convictions. I think 

this is the most difficult and most pressing concern. From what I know among my friends where I used to 

live, in the Middle East, Europe, and in my birth nation, the USA, this lack of coherence is found worldwide, 

and it is not unique to Korea. 

Q6. In order to cultivate global citizens, it will be necessary to cultivate experts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hat are some ways to strengthe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pre-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or the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I think I should probably defer to my esteemed colleagues here who are experts in education. I can only say 

that as an Augustinian, I think that education is not primarily about the cultivation of skills, but about the 

cultivation of love. As the Canadian philosopher Charles Taylor taught, our will is far stronger than our 

intellect. Teach students to love the right things, and they will naturally bend their energies toward helping 

those things to flourish.

Q7. What kind of efforts do you think we can put into practice in each of our lives in order to live actively 

as global citizens?

I think there is nothing more universally helpful and more radical than seeking the good of the people 

around you, most especially those who are less privileged, further down on the social hierarchy, or working 

beneath us in our institutions and places of employment. If we’re not seeking the good of our neighbours 

before we seek the good of ourselves, then nothing else will help much to solve the problems our society 

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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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원고 샘플2>

2021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교육 좌담회 1부

패널: 이인정(국립통일교육원 교수)

Q1 ‘세계시민’이란 무엇이며, 최근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 다문화 추세 속에서, 근대 이후 영토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 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지구

적 공공성을 인식하는 다중적인 시민 사회, 즉 ‘세계시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세계시민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시민은 세계시민사회 속에서 개별 국가로서의 시민성을 넘어서 다양하고 중첩적이며 복합적인 시민성을 갖

추게 된다. 세계시민사회 속에서 개인은 개인적 정체성 뿐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에 동시에 소속되면서 복합적인 

시민성을 지니게 된다. 세계시민은 개인의 복합적 정체성과 함께 특정 국가공동체에 대한 배타적 소속감을 넘어

서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에 동시적 소속감을 느끼는 복합적 시민성을 지니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는 

특정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둔 단일 국가의 시민보다 광범위한 입장에서의 보편적 

세계시민을 지향하게 되며, 따라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필요로 한다. 

Q2 세계시민의 자질, 조건 또는 역량을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이라고 부를 수 있을텐데요, 세계시민

이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시민교육이란 시민들이 사회생활에 보다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 능력, 

태도 및 가치 등에 관련된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세계시민교육이란 국가의 범위를 넘어 세계화 환경 속에

서 요청되는 ‘보편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 태도와 가치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의 소속 국가와 세계적 맥락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통일

된 하나로서 세계시민학습을 이수하게 하는 지식, 기법 및 가치태도 그리고 행통올 포괄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권리 중심의 관점을 넘어,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

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편적 인권과 평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다인종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상호의존성을 증진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세계시민성은 국경을 넘어선 세계적 수준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전 인류의 연대적 가치로 삼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성은 제국주의나 냉전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응하여 평등 · 인권 · 정의를 구현하려는 도

덕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적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국가적 경계를 넘어선 세계 시민적 결속을 강화하게 한다.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의미하는 ‘세계시민성’은 곧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

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을 지식, 능력, 가치·태도의 측면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지식: 사회정의와 형평성, 다양성과 다문화, 세계화와 상호의존,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에 대

한 인식 등

* 기술적 능력: 비판적 사고, 사회 참여, 토론과 논쟁 능력, 타인에 대한 존중, 협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능력, 

대안 모색과 실천 능력 등

* 가치/태도: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 인류애, 사회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존 노

력 등  

  

Q3 (패널분들께서 종사하고 계신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시민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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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공식적 교육 뿐 아니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민교육이 시민성, 시민의식으로 정립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세계화 등을 거쳐오며 급속한 발전을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연령, 계층, 성별, 지역 

등에 따라 구성원 간 국가, 민족,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수 있다는 ‘동시대의 비동시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시민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사회 구성원들 간 일정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 그리고 나날이 높아지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감안할 때, 세계

시민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성의 함양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 뿐 아니라 평생교육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세계시민교육이 

구상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 

국립통일교육원 커리큘럼은 대체로 평화·통일정책, 국제질서와 통일환경, 북한이해, 평화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세계화·다문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통일에 있어서 통일공공외교 등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지면서 국제이해교육 및 글로벌 평화·통일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다문화 시대의 평화·통일교

육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시도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평화·통일교육의 지평이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맥락에서 평

화·통일교육의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통일교육원, 2018)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5대 목표 중 평화의식 함양과 민주시

민의식 고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Q4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왔던) 단일국가적 시민성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계시민성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연구들이나 관점들에 기초해볼 때, 단일국가적 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 간에는 일정한 긴장이 존재할 수 

있다. 먼저 세계시민성은 과거의 폐쇄적 국가주의에 갇혀있는 시민성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폐쇄적 국가주의와는 대립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전통적 방식의 민족동질성, 민족

정체성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간에도 일정한 긴장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국

가통합형 시민교육을 넘어,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융합적, 다원적,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은 일반적인 시민교육에저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관들에 대해 일정한 정도 공유

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세계시민교육은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다문화교육,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

는 불평둥을 반대하는 평화교육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한 인권교육, 국제적 수준의 불평둥에 저항하는 국

제교육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다양한 시민교육의 관점들을 바탕으로, 그 지평을 넓혀나가면서 

학문적, 현실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Q5 분단국가라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민족국가주의, 

애국주의, 문화다원주의, 세계시민주의 등의 다양한 이념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안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단 한반도의 ‘신 이산가족’으로서 3만 4천여 명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이주민들은 자신이 정착한 그 사회의 공식적 시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본래 지니고 있

던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이들은 이중적 혹은 다중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은 때로 이들의 정착에 

효과적인 측면과 동시에 장애로 작용하는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분단 한반도 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시민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포용적 세계시민교육



Ⅱ. 2차년도 사업성과   87

의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인종,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차이가 이질성이나 배타성을 재생산하거나 고착화하

지 않도록 건강한 사회·문화적 결속을 지향해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원주의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상호문화이해, 문화다양성, 다문화 감수성 등을 확장해나감으로써 편견

과 차별을 극복해나가고 상호간 문화적 역량을 증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Q6 세계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비교원양성 프로그

램 또는 현직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화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의 사례에서처럼, 우리 사회에 적합한 방식의 연수와 전문가 양성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보편적 관점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뿐 아니라, 분단 한반도 내에서의 특수적 관점의 세

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세계시민사회 속에서 세계시민들은 직접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책 입안보다는 또 다른 다양한 세계시민들과 소통

하고 공감하며 상호존중 가운데 지구촌의 문제들에 대한 연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경제·국제정치의 측면을 넘어, 특별히 사회학이나 심리학, 문화인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

문적 이해를 심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상호문화이해능력, 다문화 감수성 등을 함양해 나갈 때, 세계시민들과의 공감과 연

대가 용이해질 수 있다. 

Q7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장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

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뿐 아니라 평생교육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즉 학교 전, 학교, 학교 이후의 모든 시기에 모든 삶의 공간에서 모든 교육적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전 생애에 걸쳐,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에 있어서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시민성,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적 노력과 활동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접촉,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

호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상호 소통과 공존을 바탕으로 열린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2020년 5월에 개소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북한이탈주민과 평범한 

우리 사회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통합문화를 창출해 가고자 한다. 

또한 7개의 광역 통일센터, 그리고 인천통일플러스센터 등 정착지원과 통일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조직도 존

재한다. 

그 외에도 통교협이나 대통협 등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단체 협의체 및 연구

소 협의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기관과 조직 내에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는 분과나 협의체, 관련 학술대

회, 행사 등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학습자 주도 및 지역사회 주도의 ‘풀뿌리 세계시민교육’을 이루어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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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원고 샘플3>

2021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교육 좌담회 1부

패널: 임채성(서울교육대학교 총장)

Q1 ‘세계시민’이란 무엇이며, 최근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A: ‘세계시민’을 단순히 세계 동향에 맞추어 생활해 가는 세계 인구 중 한 명인 수동적인 측면과 세계를 움

직이는 한 명으로서의 능동적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서 거창하게 어떤 운동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세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의견을 개

진하거나 그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시민 개념이 부각되는 배경은 당연히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세계인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상황

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테

크놀러지로 인해 우리의 생활과 사고 방식,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Q2 세계시민의 자질, 조건 또는 역량을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이라고 부를 수 있을텐데요, 세계시민

이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자기가 속한 문화를 타문화에 소개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타국

이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 능력, 노력이다. 기후문제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Glocal Mind, 

Think Globally, Act Locally 정신이 필요하다.

Q3 (패널분들께서 종사하고 계신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시민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제가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치, 경제,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제 주변 분들의 

세계시민성에 대한 관심이 비해 높지 않은 것 같다.

Q4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왔던) 단일국가적 시민성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계시민성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그쪽(상대방) 되어보기’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 역사·문화의 소유에서 공유 방식으로 전환: 공유를 통한 창발성 발휘하기

* SNS의 역설 현상 극복하기: 광대하게 연결될 잠재력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만 협소화하는 잠

재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세계 시민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 자신의 사고 방식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현재와 미래 세상의 특징인 연결성, 접근성, 유동성, 혼합성, 상호작용성에 대한 이해

Q5 분단국가라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민족국가주의, 

애국주의, 문화다원주의, 세계시민주의 등의 다양한 이념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안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우리의 역사적 상황이 전개된 맥락, 즉 세계적 배경과 연관지어 접근하기

* 한국 상황 이해 → 탈북민 이해 → 북한 이해 → 세계 이해 방식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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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원고 샘플4>

Q6 세계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비교원양성 프로그

램 또는 현직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A: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전에 예비교원양성 프로그램에서 모두가 기본적·공통적으로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갖추게 하고, 이후에 현직교사 직무 연수 등을 통해 별도로 심화된 역량을 갖추게 하는 방식이 필요

하다.

Q7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장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

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를 인식하고 실행하려는 태도

*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해보기, 타 문화인을 우리 문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안내하는 하는 프로그램 개발

* 개인과 단체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교류(온라인, 오프라인)

2021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교육 좌담회 1부

패널: 조경선(서울교육대학교 교수)

Q1 ‘세계시민’이란 무엇이며, 최근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더 넓은 세계의 다양성과 다원적 이해

- 전체 인류에 대한 소속감

-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

- 기후변화와 그로인한 환경문제, 전염병, 국제분쟁 등

- 전 지구적인 과제로 인하 상호 의존성과 불확실성의 증대

Q2 세계시민의 자질, 조건 또는 역량을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이라고 부를 수 있을텐데요, 세계시민

이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5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밀접

- 공동체역량

- 문화적 공동체역량

Q3 (패널분들께서 종사하고 계신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시민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음악과 교육과정 중 목표 및 내용체계

- 교과서 5-6학년군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문화권 음악

Q4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왔던) 단일국가적 시민성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계시민성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단일국가 기반 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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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원고 샘플5>

2021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교육 좌담회 2부

패널: 이희옥(성균관대학교 교수)

□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성과와 현안

- 문재인 정부 임기 초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

의가 새롭게 본격화됨.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동시적 해법에 실패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교

착상태에 빠짐.

- 다만 북한은 핵실험 중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 등 쌍잠정을 유지했고, 미국 대통령 선거국면과 바

이든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도발 행위를 자제했고, 한국정부도 대북전단문제의 입법화 등을 통해 호응하면

서 초보적으로 평화를 관리해 왔음.

-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핵개발의 수준(완성도의 90% 수준)과 현재의 수준을 비교할 때, 이 기회를 

유실하면 한반도 위기가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더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지역, 국가 정체성과 세계정체성의 공존

- 나, 우리, 지역사회, 국가, 세계로 확장적 사고와 관심-느끼고 행동하기

Q5 분단국가라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민족국가주의, 

애국주의, 문화다원주의, 세계시민주의 등의 다양한 이념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안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단일민족, 분단국가라는 현실 인식 출발

- 민족국가주의와 애국주의 교육의 선행

- 문화다원주의- 세계시민주의의 순차적 교육 필요

Q6 세계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비교원양성 프로그

램 또는 현직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 특정 교과목이나 일회적 행사, 캠프가 아닌 교육이어야 함

- 범교과 차원에서 접근

- 모든 교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 추출

-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연구 개발 및 적용 사례와 자료 공유 및 온라인 플랫폼 구    축 

Q7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장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

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인식하고, 아는 세계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함

-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

- 전통을 기본으로 세계시민 교육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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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쌍잠정중단(북한의 요구를 중국적 방식으로 수용)과 쌍궤병행(미국과 북한

의 입장 조율)이라는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제시함. 최근 들

어 미·중 관계와 북·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도발 자제에 대한 미국의 추가 반응을 주문하는 ‘정치

적 해결’을 강조하기도 함. 다만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과정에서 미·중 관계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에 있음.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남북협력(cooperation)을 지지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

을 국제적으로 인정(international recognition)하지 않으려고 있으며, 비핵화 문제해결과정에서도 북한에 공을 

넘긴 상황임. 즉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정상국가의 지위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음.

□ 대북제재 문제

-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와 부분적 제재해제를 연계하고 있음. 이미 중

국과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공동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유엔안보리 등에 이러한 논의를 제공함.

- 특히 스냅백(snap back)조항을 포함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중 

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당사국인 북미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역할론도 제한적

임.

□ 북·중 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 중국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 이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

든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2019년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 

시에는 “북한에 대해 힘이 닿는 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상당한 수준의 전략적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코로나 19 이전 이미 북한과 중국은 인도적 지원, 농업, 관광, 의료협력에 대한 다양한 MOU를 맺었고 코로

나 국면에서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인도적 지원과 의료지원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북한은 삼중고(유엔 제재, 경제난, 코로나 19) 속에서 대중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에서 제4차 산업의 영역이 북한에도 파급된다면, 북·중 산업연관 효과가 고도화되면서 남북경협도 한계가 있

을 것임.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제재와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평화체제, 유엔사 등)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action plan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의존도

는 당분간 높아질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경우, 북·중 간 긴밀한 협의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중 정상회담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임.

□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화

- 미·중 관계는 협력적 접근 대신 경쟁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것은 이른바 키신저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즉 미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을 용인하기 어려워졌고, 중국도 자국의 ‘주

변’에서 미국의 힘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음. 특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기존의 ‘복합정체성’ 대신 ‘단일

정체성’으로 접근하면서 전략경쟁이 ‘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음. 

- 미국은 (자유주의가 아닌) 국제질서를 다시 짜면서 중국 주도의 질서를 약화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QUAD, 

신기술 동맹과 다자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중국도 유일한 국제체제는 유엔체제이고 유일한 규칙은 유엔헌

장이라고 강조(한미정상회담 이후 중국외교부)하면서 ‘국제관계의 민주화’, 신형국제질서를  제기하고 있음. 

- 이것은 미·중 관계의 경쟁과 갈등의 성격과 무관하게 한반도 문제가 종속변수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도 우리의 편이 아님. 이런 점에서 미중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면서 한

반도문제의 중심성을 확보해야 함.

□ 미·중 게임체인저로서의 디지털 플렛폼 경쟁

- 두 개의 디지털 플렛폼은 미 중간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비록 제4차산업의 주요영역

에서 미국이 원천기술, 핵심기술, 미래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광대한 시장에서 형성된 빅데이터(특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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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원고 샘플6>

중성)를 통한 융합과 상업화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음. 이런 점에서 “자본과 기술 vs.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것임

- 미국은 5G 산업 기술적 공백,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능력의 한계 속에서 6G, 양자기술 협력 등 미래 산업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구하고자 할 것임. 이것은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양자컴퓨터 기술을 활용

한 화성탐사 등에 자극을 받으면서 이를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한국이 기술 디커플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등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대해 인권에 대

한 국가정체성을 발신하면서도 주권 등 내정문제에 대한 섬세한 접근, 지역문제에서의 확대균형, 신기술 협력 

등 사안을 잘게 쪼개 새로운 외교적 포토 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2021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교육 좌담회 2부

패널: 김연철(인제대학교 교수, 전 통일부 장관)

1.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큰 희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렇다 할 진전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주요 현안이 무엇인

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 2018년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의 기본 접근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으나,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이후 북중관계의 밀착, 남북관계의 

악화, 북미 관계의 교착으로 이어졌음

o 가장 중요한 현안은 2017년 북한의 핵무장 완성 단계에서 취해진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이며, 이로 인

해 남북관계의 독자적 공간이 제약되었음

- 비핵화, 평화체제, 경제공동체라는 세 개의 기둥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병행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됨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각국의 이해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합

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o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

- 북핵 문제는 군사분야에서 미중 관계의 경쟁을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당연히 북핵 협상이 

재개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환경은 악화될 수 밖에 없음. 대체로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핵 교착상황에서 주

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국의 국방력 강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음

- 북핵 협상의 재개는 미중 협력을 필요로 하며, 한반도와 군사분야의 미중 전략경쟁을 분리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가장 중요한 상응조치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한과 미중의 4자로 진행해야 함

3.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로 인해서 남북한 관계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

한은 단계적 제재 완화를 원하는 반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

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협상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

는 것 같습니다. 대북제제에 대한 미국, 중국, 한국, 북한의 입장은 무엇이고, 한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o 제재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협상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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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행동대 행동이라는 원칙아래 동시 벙행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음

o 이란 핵 합의에서 활용한 바 있는 스냅백 방식(합의를 어기면 원상복귀, 즉 합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제재

완화)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김연철, 이우영 교수님) 북한이 8차 당대회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나요?

o 북한은 제재와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북한이 주장하는 자립경제 전략(주체철, 탄

소하나 등)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어려움

o 동시에 핵무장을 포함하는 국방력 강화를 국내정치적인 성과로 강조하고 있음

o 외교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북중 밀착으로 불투명한 대외현실에 대응하고 있음

5. (이우영, 김연철 교수님) 북한은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북한대표가 

대북 전단지 살포 후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이 문제가 남남갈등은 물론 한미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o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해법이 중요함. 전단지 살포와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실질

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움

o 국제적으로 비행물체를 이용한 심리전의 전개는 불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약에서도 불법으로 규

정하고 있음

o 전단지 살포는 그동안 대부분 남쪽으로 떨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농경지 피해를 입히고 있고, 상

대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

6. (이희옥, 김연철 교수님) 중국 미국의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지속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진

핑 정부의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 이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갈등이 지속되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도 중대

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o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한국 외교는 실용적인 입장에서 국익 추구를 우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외

교적 역할을 강화하고, 군사분야에서 연루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국방력을 

갖춰야 하며, 기술 분야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공급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o 북핵 협상의 조기 재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함.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임진왜란, 병

자호란, 한국전쟁 등)에서 교훈을 찾아서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의 공간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함 

7. (이우영, 김연철 교수님) 4월 7일 지자체 보궐선거 이후 이대남(20대 남성)의 생각과 인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

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이미 기성세대와는 다

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은 가능할까요? 

o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평화와 통일의 실

질적인 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공존하는 것이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 평화가 가져올 실질적인 기회와 이익을 인식하고, 공유하고, 만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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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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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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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소규모역사문화체험Ⅱ(2년차)

(http://tongil.snue.ac.kr/bbs/board.php?bo_table=experience&page=3)

1) 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공모전
ㅇ 진행사항 
- 체험계획서 접수 : 2021. 8. 10.(화) - 8. 18.(수)
- 체험팀 선정 심사 : 2021. 8. 19.(목)
- 체험팀 선정 공고 : 2021. 8. 20.(금)
- 체험보고서 및 영상 제출 마감 : 2021. 9. 27.(월)
- 대상 : 전국 교육대학교 재학생

<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공모전 체험계획서 샘플>

<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공모전 체험팀 명단>

구분 체험일 체험 장소 성명 학교 학과

1 1인 9.19. 서울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김*진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2 1인 9.1. 서울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박*진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3 1인 9.6. 서울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김*현 서울교대 과학교육과

4 2인 9.12. 경기도 수원시 화성, 방화수류정
최*율 대구교대 초등교육과

김*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5 2인 8.29.

서울시 종로3가역 남북대화 디지

털 사진전, 청계천 베를린 광장, 

능라밥상, 효창공원, 전쟁기념관

김*린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윤*현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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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공모전 출품작>

6 2인 9.25.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백*연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이*은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7 2인 9.10.
서울시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

문화센터

이*은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은*영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8 2인 9.24. 서울시 파주시 임진각
윤*호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심*현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총 참여 인원 13명

1. 김*진 2.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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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현 4. 최*율, 김*은

5. 김*린, 윤*현 6. 백*연, 이*은



Ⅱ. 2차년도 사업성과   99

2) 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답사

<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답사팀 명단>

7. 이*은, 은*영 8. 윤*호, 심*현

소속 참여자 일정 답사 지역

1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견학지도교수 박상봉
2021.7.14.(수)~7.15.(목)

(1박 2일간)

전북지역 

(군산, 김제, 전주)

참여학생1 박*정
참여학생2 송*빈
참여학생3 권*진

2
광주교대 

국어교육과

견학지도교수 최원오
2021.7.25.(일)~7.26.(월)

(1박 2일간)

경남지역 

(거제, 통영, 진주, 사천, 

남해)

참여학생1 김*은
참여학생2 백*비
참여학생3 이*은

3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노철현 2021.9.9.(목)~9.11.(토)

(2박 3일간)

강원지역 

(고성, 속초, 평창, 횡성)
교수 정수현
교수 오범호

4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고홍규 2021.9.24.(금)~9.26.(일)

(2박 3일간)

강원지역 

(화천, 양구)
교수 정연현
교수 박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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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답사 상세일정>

5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견학지도교수 박상봉
2021.9.26.(일)~9.27.(월)

(1박 2일간)
강원도 춘천

참여학생1 권*영
참여학생2 박*정
참여학생3 박*호

6
서울교대,

진주교대

교수 맹승호
2021.10.2.(토) 전라남도 순천

교수 김경수

7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노철현 2021.10.14.(목)~10.15.(금)

(1박 2일간)
강원도 양구, 춘천교수 정수현

교수 오범호

8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생 강*훈

2021.10.22.(금) 서울시
학생 김*연
학생 김*재
학생 조*진

9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생 백*빈

2021.10.24.(일) 서울시
학생 신*진
학생 양*인
학생 최*민

10

서울교대 총장 임채성

2021.10.29.(금)~10.30.(토)

(1박 2일간)
강원도 철원

서울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맹승호
교수 신동훈
교수 박재용

대학원

영재교육전공
교수 강훈식

11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김도남
2021.11.5.(금)~11.6.(토)

(1박 2일간)
강원도 철원교수 방은수

음악교육과 교수 남상봉
총 참여 인원 33명

1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1일차 2021.7.14(수)

1. 근대 역사박물관 [군산]

2. 동국사 [군산)

3. 은파호수공원 [군산]

4. 충혼불멸비 [김제]

5. 6·25 전쟁 참전 기념비 [김제]

6. 조정래 아리랑문학관 [김제]

2일차 2021.7.15(목)

1. 최명희 문학관 [전주]

2. 강암 서예관 [전주]

3. 국립전주박물관 [전주]

2
광주교대

국어교육과

1일차 2021.7.25(일)

1.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

2. 윤이상기념관 [통영]

3. 해저터널 [통영]

4. 박경리기념관 [통영]

5. 세병관 [통영]

2일차 2021.7.26(월)

1. 진주성 [진주]

2. 진주교대

3. 사천 선진리성(선지리왜성) [사천]

4. 남해충렬사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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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1일차 2021.9.9.(목)

1. 고성DMZ박물관 [고성]

2. 2. 고성통일전망대 [고성]

3. 6.25전쟁체험전시관 [고성]

4. 김일성 별장 [고성]

5. 이기붕 별장 [고성]

2일차 2021.9.10.(금) 1. 아바이마을 [속초]

3일차 2021.9.11.(토)
1. 영화 웰컴투동막골 촬영지 [평창]

2. 횡성참전기념공원 [횡성]

4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1일차 2021.9.24.(금)

1. 평화의 댐 [화천]

2. 세계 평화의 종 공원 [화천]

3. 파로호 안보 전시관 [양구]

2일차 2021.9.25.(토)

1. 양구 통일 전시실 [양구]

2. 양구 전쟁 기념관 [양구]

3. 양구 수목원 [양구]

3일차 2021.9.26.(일)
1. DMZ 펀치볼 둘레길 [양구]

2. 박수근 미술관 [양구]

5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1일차 2021.9.26.(일)

1. 국립춘천박물관 [춘천]

2.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춘천]

3. 38선 표지석 [춘천]

2일차 2021.9.27.(월)

1. 춘천대첩기념 평화공원 [춘천]

2. 포니 대령 기념비 [춘천]

3. 충렬탑 [춘천]

6
서울교대, 

진주교대
2021.10.2.(토) 1. 여순항쟁탑 [순천]

7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1일차 2021.10.14.(목)

1. DMZ 펀치볼 둘레길 [양구]

2. DMZ 자생식물원 [양구]

3. 춘천교육대학교-간담회 [춘천]

2일차 2021.10.15.(금) 1. 춘천교육대학교-간담회 [춘천]

8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2021.10.22.(금)

1. 서울국립현충원 [서울]

2. 서울함 공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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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답사 활동사진 및 영상>

1.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전북 군산, 김제, 전주

9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2021.10.24.(일)

1. 정독도서관 [서울]

2. 최규식 경무관 동상 [서울]

3. 정종수 경사 동상 [서울]

4. 유진상가 [서울]

10
서울교대

과학교육과

1일차 2021.10.29.(금)

1. 철원 노동당사 [철원]

2. 소이산 통일전망대 [철원]

3. 고석정 임꺽정 바위 [철원]

2일차 2021.10.30.(토)
1. 철원 철새평야 [철원]

2. 송대소 주상절리 [철원]

11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일차 2021.11.5.(금)

1. 철원 노동당사 [철원]

2. 소이산 통일전망대 [철원]

3. 고석정 임꺽정 바위 [철원]

2일차 2021.11.6.(토)
1. 철원 철새평야 [철원]

2. 송대소 주상절리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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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교대(협력대학) 국어교육과: 경남 거제, 통영, 진주, 사천, 남해

3.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강원 고성, 속초, 평창,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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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강원 화천, 양구

5.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강원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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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교대, 진주교대: 전남 순천

7.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강원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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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서울 국립현충원 외 

9.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서울 정독도서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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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교대 과학교육과: 강원 철원

11.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강원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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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일문화예술경진대회Ⅱ(2년차)

1) 2021학년도 전국 초등 통일교육 교수학습 경연대회

(http://tongil.snue.ac.kr/bbs/board.php?bo_table=experience&page=5)

ㅇ 모집 일정 
 - 출품신청서 접수 : 2021. 3. 31.(수) - 4. 30.(금) 15:00
 - 출품작 접수 : 2021. 5. 1.(토) - 6. 25.(금) 15:00
 - 출품작 심사 : 2021. 7. 7.(수) 11:00
 - 수상작 발표 : 2021. 7. 30.(금)
ㅇ 대상 : 전국 초등학교 교사

<출품현황>

이름 소속 직위 출품부문 연구 주제

1 박*용 사천 용산초등학교 교사 고학년군 닮은 듯 다른 남북한 이모저모 알아보기

2 조*선 창원 한들초등학교
수석

교사
고학년군 삶(생활)과 연계한 호기심 천국 통일 교육

3 허*덕 대전 수미초등학교 교사 고학년군 함께 둘러봐요-남북한 문화여행 지도

4 간*연 시흥 계수초등학교 교사 중학년군 통일 톡투유

5 변*정 서울 은로초등학교 교사 중학년군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기르기

6 조*성 단양 단양초등학교 교사 고학년군
인권, 기본권과 함께, 통일을 향한 무지갯빛 

하모니!

7 김*영 서울 답십리초등학교 교사 저학년군
동화활용 어린이철학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통

일감수성 함양

<심사결과>

부문 수상자 소속

최우수상
박*용 사천 용산초등학교

허*덕 대전 수미초등학교

우수상

간*연 시흥 계수초등학교

변*정 서울 은로초등학교

조*선 창원 한들초등학교

조*성 단양 단양초등학교

장려상 김*영 서울 답십리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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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용(사천 용산초 교사)

2. 조*선(창원 한들초 수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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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덕(대전 수미초 교사)

4. 간*연(시흥 계수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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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정(서울 은로초 교사)

6. 조*성(단양 단양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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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영(서울 답십리초 교사)

2) 평화·통일 문화예술경진대회

(http://tongil.snue.ac.kr/bbs/board.php?bo_table=experience&page=2)

ㅇ 모집일정
- 신청서 접수 : 2021. 8. 10.(화) - 8. 25.(수) 
- 공연팀 선정 심사 : 2021. 8. 19.(목) / 추가 선정 심사 : 20201. 8. 26.(목)
- 공연팀 선정 공고 : 2021. 8. 19.(목) / 추가 선정 공고 : 2021. 8. 27.(금)
- 출품작 제출 : 2021. 9. 17.(금)
ㅇ 대상 : 전국 교육대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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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문화예술경진대회 참여 신청서 샘플>

<평화통일 문화예술경진대회 공연팀 명단>

구분 신청분야 성명 학과

1 2인 팀 연주 리코더, 피아노
김*린 음악교육과

윤*현 음악교육과

2 3~4인 팀 연주 해금, 가야금, 피아노

모*린 음악교육과

정*빈 음악교육과

임*민 음악교육과

이*지 음악교육과

3 3~4인 팀 연주 피아노, 기타, 클라리넷

윤*호 음악교육과

윤*현 음악교육과

심*현 음악교육과

4 2인 팀 노래
YB-1178,

강산애-라구요

장*준 과학교육과

정*수 음악교육과

5 2인 팀 연주
가야금, 아쟁,

피아노, 장구

이*람 컴퓨터교육과

이*화 음악교육과

6 2인 팀 노래 자작곡-분단의뜻, 하나, 
Remember

이*휴 윤리교육과

김*훈 사회교육과

총 참여 인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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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문화예술경진대회 출품작 스틸컷>

1. 김*린, 윤*현

2. 모*린, 임*민, 이*지, 정*빈

3. 윤*호, 심*현, 윤*현

4. 장*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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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통일 문화예술경진대회 동아리 지원 사업

ㅇ 진행사항 
- 신청서 제출 : 2021. 9. 27.(월) - 10. 12.(화) 
- 동아리 공연 영상 제출 : 2021. 10. 29.(금)

<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 현황>

연번 동아리
참가인원

(명)
참가자 명단 작품 주제

1 태권도부 태권도 8
김*혜, 김*진, 신*은, 신*호, 심*현, 

안*정, 최*현, 홍*민

통일을 주제로 직접 

제작한 창작 품새

2 울림통 노래 커버 3 정*진, 김*윤, 이*현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통해 

평화를 기원한다.

3
댄스

리플레이
팝댄스 12

김*영, 이*호, 안*정, 김*주, 김*혜, 

곽*미, 권*수, 심*용, 장*영, 김*현, 

조*림, 최*솜

Permit dance!

4
무화과

(舞花과)

현대무용

(창작)
16

이*은, 이*은, 이*호, 김*진, 조*서, 

박*련, 고*, 김*영, 최*솜, 김*혜, 이*주, 

고*민, 이*범, 김*현, 김*태, 반*송

여명(黎明)

계 39

5. 이*람, 이*화

6. 이*휴,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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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공연 영상 스틸컷>

1. 태권도부

2. 울림통

3. 댄스리플레이

4. 무화과(舞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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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화통일 38초 영상 공모전(2년차 신규)

(http://tongil.snue.ac.kr/bbs/board.php?bo_table=experience&page=1)

ㅇ 진행사항 
- 출품 신청서 제출 : 2021. 9. 6.(월) - 9. 30.(목) 
- 출품 기간 : 2021. 9. 18.(토) - 10. 15.(금)
- 출품작 심사 : 2021. 11. 26.(금)
- 결과 발표 : 2021. 11. 30.(화)
- 시상식 : 2021. 12. 13.(월)
ㅇ 대상 : 전국 교육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38초 영상 공모전 포스터> <38초 영상 공모전 출품신청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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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초 영상 공모전 출품 신청 현황>

팀명 성명 학교 학과 제목 주제

1 도긴개긴

박*현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분단이 외치는 

목소리 
분단의 미래 김*주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김*진 서울교대 사회과교육과

2
쫄병과 

적토마

황*민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통일? 드루와 

드루와~ 

공동 역사 연구의 

필요성 나*우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3 꿈꾸는 
선생님 김*원 서울교대 

대학원
초등
미술교육과 너와 나의 색

시간이 흐르면 두 
색은 같은 색으로 
조화를 이룬다.

4 파란하늘 윤*호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다시 우리나라로

통일 한반도 : 다시 

‘우리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5 가자 
통일로! 홍*진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한반도가 하나가 

된다면?

통일이 된다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가치

6 MINUTE 조*서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The origin of 
Unification

남북의 헤어짐과 

재회의 역사

7 박*진 박*진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38초 통장
38초로 알아보는 

통일의 장점

8 스물둘 전*석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통일 발표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9 ARILU 이*지 서울교대 과학교육과 우리의 이야기, 
통일

사람들에게 통일을 

자신과 관련된 일로 

생각하도록 

장려한다.

10
Next 

Level

강*우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상상은 현실이 
된다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대한 희망강*원 부산교대 영어교육과

11 통하나 권*영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벽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 

12
무제 김*하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도망과 희망

13 비유 맞추기, 비위 맞추기

14 우리는
하나 최*혜 서울교대 

대학원 교육심리전공 통일, 왜 해야할까요?

통일의 필요성과 통

일 교육의 중요성과 

알고 말할 수 있다.

참여인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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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초 영상 공모전 출품작 스틸컷>

1. 도긴개긴 - 분단이 외치는 목소리

2. 쫄병과 적토마 – 통일? 드루와 드루와~

3. 꿈꾸는 선생님 – 너와 나의 색

4. 파란하늘 – 다시 우리나라로

5. 가자 통일로 – 한반도가 하나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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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INUTE – The origin of Unification

7. 박*진 – 38초 통장

8. 스물둘 – 통일 발표

9. ARILU – 우리의 이야기, 통일

10. Next Level – 상상은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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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하나 - 벽

12. 무제 – 도망과 희망

13. 무제 – 비유 맞추기, 비위 맞추기

14. 우리는 하나 – 통일, 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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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초 영상 공모전 심사 결과>

부문 작품 제목 팀명

대상 상상은 현실이 된다 Next Level

최우수상
다시 우리나라로 파란하늘

The origin of Unification MINUTE

우수상

너와 나의 색 꿈꾸는 선생님

우리의 이야기, 통일 ARILU

벽 통하나

한반도가 하나가 된다면? 가자 통일로!

38초 통장 박유진

도망과 희망 무제

분단이 외치는 목소리 도긴개긴

통일? 드루와 드루와~ 쫄병과 적토마

통일, 왜 해야할까요? 우리는 하나

장려상
비유 맞추기, 비위 맞추기 무제

통일 발표 스물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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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대학 - 협력대학 사업 추진 실적 

가 업무협약 추진 실적

① 2020년도 4개 교육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서울교대-공주교대 업무협약 서울교대-광주교대 업무협약

서울교대-춘천교대 업무협약 서울교대-경인교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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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1년도 2개 초등학교 업무협약 체결

서울교대-서울장곡초 업무협약

서울교대-안산상록초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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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대학 간 업무추진 실적

① 소규모문화체험활동 : 광주교대 팀 

1. 기간: 2021.7.25(일)~7.26(월) (1박 2일간)

2. 지역: 경남지역(거제, 통영, 진주, 사천, 남해 일대)

3. 참여자 명단 : 최원오(광주교대 교수), 김*은, 백*비, 이*은(광주교대 2학년)

② 심화전공별 통일교육 Pilot 동영상 강좌 개발 및 운영: 광주교대 4강좌, 춘천교대 2강좌

회차
강의제목(주제)

담당교수 비고
전공 주제

1 국어교육 남북한 구비문학 개론서의 비교 최원오 광주

2 사회교육 북한의 초등 사회과 영역 교육과정 살펴보기 김다원 광주

3 수학교육 북한의 수학과 수학교육 조성원 광주

4 윤리교육 통일의 당위성 박성진 광주

5 국어교육 북한 아동문학의 이해 김태호 춘천

6 국어교육 통일시대 남북한 통합 국어교육의 방향 김태호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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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021년도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개선을 위한 참여진 인식 조사

ㅇ 진행사항 
- 조사 기간 : 2021. 12. 16.(목) ~ 12. 17.(금)
- 대상 : 2021년도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참여진 47명

ㅇ 조사 결과.

개선할 점 향후 추진과제

1.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개발,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

2.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와 대면 활동 증가

3. 결과물 활용 확대 방안

4.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5. 타 대학까지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콘텐츠 필요

6. 다양한 학생들이 통일교육 강의를 수강할 기회 

마련

7.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 커뮤니티 구성

8. 코로나 사태로 체험활동의 참여도 및 체계성 

부족. 향후 체험활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지 고민이 필요

9. 강사와 학생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여건 조성 

등

1. 각 전공별 북한교육의 이해 초청 강의

2. 적정 콘텐츠를 활용한 영상교재개발

3. 통일교육 한마당(학생 동아리 연합 축제)

4. 영화 속의 남과 북(남북관계를 다룬 영화를 전

문가의 자문과 설명을 통해 감상하고 영화촬영

지나 영화 관련 장소 탐방), 남북관계에서 분

기점을 이루었던 국내외의 역사적 장소 탐방, 

평화누리길, 휴전선을 따라 걷는 길 등 테마가 

있는 사제동행 도보 탐방

5. 탈북학생과의 인터뷰

6. 초등 예비교사들의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7.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 온라인 코리안디아스포

라 국제토론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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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강좌(교과-비교과 과정) 운영 실적

과정 강의제목 개설단위(교수)
개설

학기

수강

인원
비고

교과 평화의 정치와 대중문화 교양선택(최정우) 1 27 주1회, 총15주
교과 평화와 정의의 아고라(A) 교양필수(윤철기) 1 25 주1회, 총15주
교과 평화와 정의의 아고라(B) 교양필수(윤철기) 1 34 주1회, 총15주
교과 평화와 정의의 아고라(C) 교양필수(이종직) 1 38 주1회, 총15주
교과 평화와 정의의 아고라(D) 교양필수(이종직) 1 37 주1회, 총15주

교과
신경심리와윤리상담으로

만나는통일시민교육
교양선택(박형빈) 1 11 주1회, 총15주

교과 평화의 정치와 대중문화 교양선택(최정우) 2 21 주1회, 총15주
교과 평화와 정의의 아고라(A) 교양필수(윤철기) 2 14 주1회, 총15주
교과 평화와 정의의 아고라(B) 교양필수(윤철기) 2 21 주1회, 총15주
교과 평화와 정의의 아고라(C) 교양필수(이종직) 2 41 주1회, 총15주

교과
신경심리와윤리상담으로

만나는통일시민교육
교양선택(박형빈) 2 17 주1회, 총15주

교과 한반도분단과탈분단의이해 전공심화(윤철기) 2 12 주1회, 총15주

교과연계
초등도덕교육론-평화통일교육

의 방향과 윤리학적 근거
전공필수(이인재) 1 87

주1회, 총15주

(3개 분반으로 운영)

교과연계

표기 및 발음교육론-남북한 

언어 통합의 실태와 과제/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들여다보기

전공심화(이관희) 1 15 주1회, 총15주

교과연계
초등미술교육론-남북한의 

미술과 교육
전공필수(고홍규) 1 30 주1회, 총15주

교과연계

한국의 역사와 문화-해방에서 

분단까지/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교양필수(정동훈) 1 66
주1회, 총15주

(2개 분반으로 운영)

교과연계
대중문화 속의 춤-남한과 

북한의 민속춤
교양선택(이정연) 1 19 주1회, 총15주

교과연계

한국의 역사와 문화-해방에서 

분단까지/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교양필수(정동훈) 2 82
주1회, 총15주

(3개 분반으로 운영)

교과연계
대중문화 속의 춤-남한과 

북한의 민속춤
교양선택(이정연) 2 20 주1회, 총15주

교과연계
초등국악교육론-남북한 

국악과 민족음악 비교
전공필수(조경선) 2 199

주1회, 총15주

(7개 분반으로 운영)

교과연계
사회과교육방법-사회과에서 

통일교육의 논리와 실제
전공필수(남호엽) 2 55

주1회, 총15주

(2개 분반으로 운영)

교과연계
지속가능한식생활교육-북한의 

식생활, 영양 그리고 음식
전공선택(김정원) 2 17 주1회, 총15주

교과연계
초등과학교육론-남북한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공필수(신원섭) 2 28 주1회, 총15주

교과연계,

외부

동시문학론-북한 아동문학의 

이해/통일시대 문학교육의 길찾기

춘천교육대학교

(김태호)
2 14 주1회, 총15주

교과연계,

외부

국문학개론-남북한 구비문학 

개론서의 비교

광주교육대학교

(최원오)
2 26 주1회, 총15주

교과연계,

외부
수학-북한의 수학과 수학교육

광주교육대학교

(조성원)
2 109 주1회, 총15주

  소 계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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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연계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전학년(서용석, 

임채성, 이인정, 

조경선, Jeremy 

D. Knapp)

1, 2 59
영상특강, 1회 

(2022.1.6.기준)

비교과연계
동북아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학년(김연철, 

윤철기, 이희옥, 

이우영)

1, 2 51
영상특강, 1회 

(2022.1.6.기준)

비교과연계 통일, 그게 뭐지?

전학년(정동훈, 

이혜경, 정병호, 

S.Mueller)

1, 2 71
영상특강, 1회 

(2022.1.6.기준)

비교과연계 그럼, 통일교육 어떻게 해

전학년(오범호, 

박성춘, 박형빈, 

천소미, 채청경)

1, 2 107
영상특강, 1회 

(2022.1.6.기준)

비교과 소규모역사문화체험
전학년(박상봉, 

최원오)
1, 2 16

문화체험(춘천/거제/

전북지역문화체험 

1박2일)

비교과
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공모전
전학년 2 13 문화체험(서울/경기)

비교과 평화통일 문화예술경진대회 전학년 2 15
평화통일 공연

(악기연주/노래)

비교과
평화통일 문화예술경진대회 

동아리 지원

전학년(이정연, 

장용규, 맹승호)
2 39

평화통일 공연

(현대무용/팝댄스/태

권도/노래)

비교과 통일교육현장 탐방 전학년(박형빈) 2 17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비교과 38초 영상 공모전 전학년 2 17 　

  소 계   　 405   

  합 계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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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등

1  사업 평가

가 긍정적 측면(자체평가 및 현장실사 내용을 중심으로)

❍ 예비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감수성지수’ 개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여에 걸쳐 예비초등교사를 위한 ‘평화통일감수성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함. 심리측정학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예비초등교사를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향후 
본 측정도구를 통하여 유의미한 평화통일감수성지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본교 모든 심화전공과정을 포괄하는 범교과적 통일교육 강좌 개발  

▪교양, 전공, 교직 등 정규강좌에서 통일교육 관련 동영상을 제작한 점이 높게 평가됨. 특히, 다
양한 교과로 통일교육의 영역을 넓히려고 했다는 점은 긍정적임. 향후 이러한 영상강좌는 전국
교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 및 강좌 공동 개발을 통하여 공유될 예정임.  

❍ 다양한 비교과체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감수성 함양 

▪통일교육 관련 동영상 특강, 소규모 문화체험활동, 동아리공연, 전국초등교수학습경연대회, 좌
담회, 38초 영상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비교사, 현장교사 등의 통일감수성을 일정 정
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됨.

❍ 업무협약 교육대학교와의 강좌개발 및 초등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춘천교대, 광주교대와 통일교육 pilot 수업 자료를 공동 개발하여 운영함으
로써 통일교육의 실질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함. 또한, 장곡초등학교, 상록초등학교와의 업무협
약을 통하여 초등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함. 

❍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지속적 대외홍보 

▪학술연구, 정규강좌 영상, 비교과체험활동 내역 등, 사업단 성과물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을 통해 업로드함으로써 성과를 공유하고, 대외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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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완할 측면

❍ 통일교육 학술세미나의 참여도 제고 방안 마련

▪일반적인 통일 학술세미나를 벗어나서, 교대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교육모델을 중심으로 한 학
술세미나가 요청됨. 

❍ 통일교육 지도역량 함양에 초점을 둔 강좌개발 방안 모색 

▪ 현재 개발된 강의자료는 각 수업에서 1-2차시 분량의 동영상인 만큼,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교양용, 교과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10차시 정도의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그것을 각 수업에서 과제 형식으로 주어 시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함. 

❍ 협력대학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통일교육 확산 방안 모색 

▪예비교사들의 통일교육지도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
가 있음. 2021년의 경우, 춘천교대, 광주교대와 함께 강좌를 개발하였고, 광주교대와 함께 비
교과체험활동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강좌개발 및 비교과체험활동에 있어서 타교대와의 공동 작
업을 좀더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전국교대 통일수업탐구대회, 수업실습
과 연계한 통일교육 등의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강좌내용 개발의 필요성 

▪통일의 당위성에서 벗어나서, 보다 현실감 있고, 경험적인 내용의 강좌 및 체험활동이 요청됨. 
예컨대, 북한과의 단일성 의식을 확대할 수 있는 행사(북한 바로 알기 행사, 탈북민과의 만남, 
북한 생활 체험하기, 북한의 주민 의식 알아보기, 북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 가상 수업하기 
등)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체계적 비교과체험활동의 필요성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교과체험활동이 다소 위축되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강좌운영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비교과체험활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계획

❍ “모든 교대가 함께 하는 통일교육”
▪2021년 2차년도 사업의 경우, 타교대와의 협력이 2군데에 그침. 3-4년차의 경우, 통일교육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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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초점을 두고, 전국교육대학교로 협력대학을 확산하고 전국의 교육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가
는 통일교육 추구. 

❍ “모든 전공을 함께 포괄하는 통일교육” 
▪윤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생활과학, 교육학, 영어, 컴퓨터, 유아특수교육 

등 교육대학교 모든 전공을 포괄할 수 있는 통일교육 강좌 개발 및 운영 유지

❍ “교수, 예비교사, 현장교사, 초등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통일교육”  
▪초등교원양성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결국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 만큼, 후세대의 통

일교육을 위하여 교수, 예비교사, 현장교사, 초등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강좌운영 및 체
험활동 개발

❍ “대학과 초등교육현장이 함께 하는 통일교육”  
▪예비교사를 위한 평화통일감수성지수 개발에 뒤이어, 초등학생용 평화통일감수성지수를 개발하

여 대학과 초등교육현장이 함께 하는 통일교육 구축

3  개선 및 건의사항

❍ 회계 처리의 간소화 
▪e-나라 예산처리시스템, 통일원 지침, 서울교대 산단 회계 처리 지침 등 다양한 회계처리 지침

으로 인하여 행정적 절차가 복잡함. 행정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만큼, 회계처리를 보다 
간소하기 위하여 예산 항목 조정, 또는 비목 변경은 해당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교부금 지원시기 조정 
▪매해 사업 익년 1월이 최종 보고서 제출시기이고, 매해 3월이 새 학년도 시작 시기인 만큼, 사

업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사업 교부금 교부 시점을 2월로 조정할 필요
가 있음.  

❍ 사업운영 및 관리비 비율 상향조정 
▪현재 사업운영 및 관리비가 전체 연구비의 15%로 되어 있음. 그러나 그 안에 대학내 산학협력

단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업 운영 관리비가 매우 적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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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1년 예산 집행 실적

(단위: 원)

구 분 단위사업 예산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연구
개발

평화통일지수개발
연구(Ⅱ)

260-01(연구개발비) 3,500,000 3,500,000 0
240-01(사업추진비) 1,000,000 1,000,000 0
210-01(일반수용비) 3,650,000 3,650,000 0

예비교사를 위한 
강좌별 통일교육 

PILOT수업영상자료
개발(Ⅱ)

260-01(연구개발비) 2,800,000 2,800,000 0

210-01(일반수용비) 7,700,000 7,700,000 0

240-01(사업추진비) 2,000,000 1,999,400 600

210-14(일반용역비) 8,000,000 8,000,000 0

초등교육현장적합성
수업자료개발(Ⅱ)

260-01(연구개발비) 4,500,000 4,500,000 0

210-01(일반수용비) 4,000,000 4,000,000 0

240-01(사업추진비) 1,350,000 1,349,800 200

통일교육학술세미나
210-01(일반수용비) 13,000,000 12,999,580 420

240-01(사업추진비) 1,000,000 999,700 300

소 계 52,500,000 52,498,480 1,520

강좌
운영

심화전공별 통일교육 
강좌운영(Ⅱ)

260-01(연구개발비) 1,500,000 1,500,000 0

210-01(일반수용비) 13,445,400 13,445,385 15

240-01(사업추진비) 1,720,700 1,720,700 0

통일교육특강/
좌담회(Ⅱ)

210-01(일반수용비) 4,550,000 4,550,000 0
210-14(일반용역비) 7,000,000 7,000,000 0

240-01(사업추진비) 350,000 350,000 0

비교
과체
험활
동운
영

통일소규모역
사문화화체험

(Ⅱ)

210-01(일반수용비) 12,519,800 12,519,110 690

220-01(국내여비) 176,800 176,800 0

210-02(공공요금 및 제세) 161,000 160,940 60

240-01(사업추진비) 7,242,400 7,242,390 10

통일문화예술
경진대회(Ⅱ)

210-01(일반수용비) 10,000,000 9,999,420 580

240-01(사업추진비) 1,000,000 999,900 100

평화통일38초
영상공모전

210-01(일반수용비) 7,000,000 7,000,000 0

240-01(사업추진비) 2,000,000 1,999,350 650

지역 및 대학간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210-01(일반수용비) 2,300,000 2,300,000 0

240-01(사업추진비) 4,033,900 4,028,900 5,000

소  계 75,000,000 74,992,895 7,105

사업 
관리

사업운영 및 관리
110-05(기타인건비) 13,946,300 13,946,240 60
240-01(사업추진비) 531,070 529,900 1,170
210-01(일반수용비) 522,630 522,630 0

간접비 500-01(정산금) 7,500,000 7,500,000 0

소  계 22,500,000 22,498,770 1,230

합  계 150,000,000 149,990,145 9,85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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