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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무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문요약

독일 통일은 정치적·경제적 통합은 성공적으로 이뤄낸 데 비해 사회·심리적 통합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적통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적통일 

과제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동독사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본 논문은 내적통일 관

점에서 통일 이후의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을 평가하고자 했다. 먼저 통일 

이후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관련 학계의 동독사 이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

대로 교과서 분석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나지움 역사 교과서 9권의 동독사 서술 부

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적통일 관점에서 평가했다.

연구 결과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내적통일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독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독재 체제 안에서도 연대의식을 

갖고 나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동독을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

밖에 없었던 국가라는 관점에서 서술하는 경향이 강했고, 동독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역사적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도 소극적이었다. 이는 독재 사회 속에서도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많은 동독인들의 삶을 소외시키는 접근 방법이다.

주제어: 독일 통일, 내적통일, 동독사 이해, 역사 교육, 역사 교과서

＊이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2년 통일학·평화학 연구기금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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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로 통일을 이뤄

냈다. 분단된 지 65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이 요원해 보이는 한반도로서는 

부럽기 짝이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독일 

통일 이후 20여 년의 통합과정에 대한 다양한 결산과 평가들이 산출되었

다.1) 독일은 지난 20여 년의 통일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편에서는 성공적인 역사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2)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는 전체

적으로 보면 소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3) 반면 독일 통일 이후의 전개 

 1) Kurt Bohr and Arno Krause, 20 Jahre Deutsche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2. Aufl. (Baden-Baden: Nomos, 2011); Elamar Brähler and Irina Mohr Hg., 20 

Jahre Deutsche Einheit. Facetten einer geteilten Wirklichkeit (Gießen: Psychosozial 

Verlag, 2010); Die Bundesregierung, 20 Jahre Deutsche Einheit (Berlin, 2010); 

Wilhelm Heitmeyer, Deutsch-deutsche Zuständ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9); Peter Krause and Ilnona Ostner Hg., Leb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Eine sozialwissenschafliche Bilanz der deutschen Einheit 

1990~2010 (Frankfurt; New York: Campus, 2010); Reiner Marcowitz Hg., Ein 

neues Deutschland? Eine deutsch-französische Bilanz (München: Oldenbourg, 

2010); Tilman Mayer Hg., 20 Jahre Deutsche Einheit. Erfolge, Ambivalenzen, Probleme 

(Berlin: Dunker & Humblot, 2010); Karl-Heinz Paqué, Die Bilanz. Eine 

wirtschaftliche Analyse de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0).

 2) BMdI,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0 

(Berlin: BMdI, 2010); Richard Schroeder, “Deutsche Einheit ― besser als ihr Ruf,” 

Die politische Meinung Nr. 458 (2008), pp.9~13; Thomas de Maizière, “Die 

deutsche Einheit als Erfolggeschichte,” in Dagmar Schipanski and Bernhard Vogel 

Hg., Dreißig Thesen zur deutschen Einheit (Herder Verlag, 2009), pp.241~249; 

Karl-Heinz. Paqué,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alnd: ein Teilerfol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 (2009),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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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대재앙”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4) 통일 이후의 전개 과정을 서독에 의한 동독 사회와 경제의 식민

화과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5) 다른 한편에서는 성과와 한계를 모두 가

진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독일사회

에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한다.6) 결론적인 

평가를 유보하는 경우라고 하겠다.7)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수의 평가는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독의 정치적·경제적·생활수준 영역

에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정

신적·심리적 간극은 다른 영역만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8) 

 3) Klaus Schröder,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Stamsried: Verlag Ernst Vögel, 2006), p.573.

 4) Uwe Müller 저, 이봉기 역, 대재앙 통일.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서울: 문학

세계사, 2006)

 5) Stefan Bollinger u. a. Hg., Zehn Jahre Vereinigungspolitik: Kritische Bilanz und 

humane Alternativen(Berlin: Dr. W. Weist, 2000).

 6) Claus Ch. Malzahn, Deutschland 2.0. Eine voräufige Bilanz der Einheit(München: 

dtv, 2010)

 7) Edinger와 Hallermann이 대표적인데, 통일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Michel Edinger and Andreas Hallermann, “Wie im Westen, 

so im Osten?” Einheitsbilanz und Demokratiebewertung 15 Jahre nach dem Ende 

der DDR,” in Eckhard Jesse and Eberhard Sandschneider Hg., Neues Deutschalnd. 

Eine Bilanz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aden-Baden: Nomos, 2008), p.80.

 8) Oscar. W. Gabriel,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ört?” in Oscar W. 

Gabriel, Jürgen W. Falter and Hans Rattinger(Hg.).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ört? (Baden-Baden: Nomos, 2005), pp.385~423; Robert Grünbaum, 

Deutsche Einheit. Ein Überblick 1945 bis heute. 2 Aufl (Berli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0); Anna Klein and Wilhelm Heitmeyer, “Ost- und 

Westdeutsche Integrationsbilan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 (2009), 

pp.16~21; Peter Krause and Ilnoa Ostner, “Einleitung: Was zusammengehört...,” in 

dies. Hg., Leben in Ost- und Westdeu- tschland. Eine sozialwissenschafl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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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위 내적통일 문제로 일컬어지는 과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통일을 

성취한 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두 개의 분단된 사회 속에 살

고 있다는 것이다.9) 독일의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0) 이런 평가들은 공과(功過)를 모두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과

(過)에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는 입장들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 독일은 늘 가장 중요한 참조 대상이었

고 반면교사였다. 국내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독일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이

후 독일의 사회적 전개 과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하면서, 정치적 통

합은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분단은 계속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

다.11) 비슷한 입장에서 독일 통일을 실패로 규정하거나 부정적인 유산

에 주목하기도 한다.12) 평가의 준거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Bilanz der deutschen Eimheit 1990~2010 (Frankfurt; New York: Campus, 2010), 

pp.11~36; Johannes. L. Kuppe, “Das vereinigte Deutscheland nach Überwindung 

der Zweistaatlichkeit,” in Clemens Burrichter, Detlef Nakath and Gerd-Rüdiger 

Stephan Hg., Deutsche Zeitgeschichte von 1945 bis 2000 (Berlin: Karl Dietz, 

2006), pp.161~179; Rolf Reißig, “Von der privielegierten und blockierten zur 

zukunftsorientierte Transformatio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30-31 (2010), 

pp.20~25; Yve Stöbel-Richter, u. a. “Was bleibt? Erinnerung, Wahrneh-mung und 

Bewertung verschiedener Aspekte der deutschen Einheit im Jahr 20”, in Elmar 

Brähler and Irina Mohr Hg., 20 Jahre Deutsche Einheit. Facetten einer geteilten 

Wirklichkeit (Gießen: Psychosozial Verlag, 2010), pp.180~194.

 9) Wilhelm Heitmeyer, “Leben wir immer noch in zwei Gesllschaften? 20 Jahre 

Vereinigungsprozess und die Situation geruppenbezogener Menschenbefindlichkeit,” 

in Wihelm Heitmeyer Hg., Deutsch-deutsche Zustände. 20 Jahre nach dem 

Mauerfall (Bonn: BzfpB, 2009), p.45.
10) Uwe Spindeldreier, “Die Chancen des Jubiläumsjahres,” Die politische Meinung, Nr. 

486(2010), p.68.
11) 이해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서울: 푸른숲, 2000), p.28.
12) 김누리 편, 통일독일을 말한다 1: 머릿속 장벽 (파주: 한울, 2006); 이기식, 

독일 통일 20년 (서울: 고려대출판부, 2011); Kim, Yong-Min. “Deutsche Ei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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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적인 입장도 있다.13) 또 여러 연구자들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

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4) 그러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내적통일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내적통일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

적통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만큼 중요한 요소도 드물 것이

다.15) 위에서 서술한 독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을 준비하고, 또

한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내적통일 

문제에 관한 중요 과제 중 하나는 동·서독인의 상호 이해 및 인정과 관

련된 문제들이다. 특히 동독인들이 느끼는 동독의 역사와 동독에서의 삶

als ein Muster- und Gegenbild für die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독일문학, 
120집 (2011), pp.309~324; Moon, Taewoon. “20 Jahre deutsche Einheit-Ungleichheit 

der politischen Kultur-,” 한독사회과학논총, 21권 1호 (2011), pp.181~208; 황준

성. “독일 통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평가와 시사점,” 경상논총, 25권 4호 

(2007), pp.71~88. 김누리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동독인들은 통일된 지 15년이 지

난 상황에서도 “나의 동독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누리 외, 

나의 통일이야기: 동독 주민들이 말하는 독일 통일 15년 (파주: 한울, 2006), 

p.273.
13) 양민석·송태수. “독일 통일 20년 - 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

사회과학논총, 20권 4호(2010), pp.3~34;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

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9).
14)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파주: 한울, 2010); 설원태. “독일 

통일 20주년. 대체로 성공적 평가 속에 주민통합은 진행형,” 경향신문, 2010년 

10월 2일; 손기웅, 독일 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서울: 통일교육원, 2010); 염

돈재,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조효제, “독일 

통일 그 후의 이야기,” 한겨레신문 2011.2.26.; 한운석, “독일 통일 20여 년의 

성과와 한계,” 역사와 담론, 54집 (2009), pp.235~272; 황의서, 독일 통일이야

기 (서울: 야스미디어, 2009); 황병덕 외,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

전상 (서울: 늘품플러스, 2011).
15) BMfVBS, Jahresbericht der Bunde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Berlin: BMfVBS, 2009),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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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절하가 중요하다(물론 여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역사 교육이다. 본 연구는 역사 교육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독일 통일 이후 역사 교육에서는 동독의 역사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동독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통일독일의 역사교육은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동독사를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어떤 주요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지, 그 사회에서 전후 복구와 사회 발전에 공헌해온 동독인들의 삶을 균

형 있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적통일에 기여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평가할 것이다. 학교 역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매

개체가 교과서이므로 역사 교과서들을 분석한다. 제한된 지면관계상, 각 

주정부의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 준비 중등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 

상급반(Oberstufe) 2012/2013학년 수업용으로 승인된 역사 교과서 9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참고문헌 참조).

II장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역사학을 중심으로 관련 학계의 동독 이해

의 관점을 정리한다. 어떤 관점에서 동독사를 이해해야 하는지, 동독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를 정리

할 것이다. 이 때 동독인들의 동독사에 대한 이해도 고려되어야 한다. 통

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온 자신들의 삶이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해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이런 느낌은 

주관적일 수 있기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할 교과서에서 무작정 반

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근거 있는 것이라면 내적통일의 관점에

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동독사가 다루어

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토대로 역사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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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교과서 분석 방법

을 토대로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내적통일 관

점에서 평가할 것이다. 맺음말(Ⅳ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독일 

사례에서부터 한국의 통일교육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한다.

II. 독일 통일 이후 관련 학계의 동독사 이해에 관한 

논의와 역사 교과서 분석 방법

1. 독일 통일 이후 관련 학계의 동독사 이해에 관한 논의16)

동독사의 이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대

립에 기반을 둔 냉전과 그에 따른 동독의 구소련 영향권으로의 편입, 이

런 배경 하에서의 서독과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분단의 역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즉 

동독사는 동독 자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서 대립이라는 국제정

세와 서독과의 관계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17) 최근

에는 유럽사의 틀 속에서 동독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동독사를 이해하는 관점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사회주

의체제 붕괴는 처음부터 예비되어 있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또 동독이 어떻게 장기간 유

지될 수 있었고, 또 예상치 못한 방법과 속도로 붕괴되었는지에 관찰의 

16) 이 절의 내용은 필자(2005)의 논문 32~35쪽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17) Christoph Kleßmann, Zeitgeschichte in Deutschalnd nach Ende des Ost-West-Konflikts 

(Essen: Klartext, 1998),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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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18)

통일 이후의 수많은 연구 성과들은 동독 사회가 생각보다 다면적임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동독사를 여러 측면에서 분화된 시각으로 접근해

야 한다고 본다. 동독이 일당독재국가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권력이 일당-사회주의통일당(SED)-에 

독점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유선거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권력 분립도 이루지 못했고 법치국가도 아니었으며, 주민감시와 억압으

로 인권과 시민권을 침해한 독재국가였다는 것이다.19) 그러나 이러한 

독재국가의 독재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아무리 사회주의 독재체제

라도 사회의 모든 분야를 철두철미하게 장악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다.20) 거기다 독재라 하더라도 순전히 억압과 폭력만으로는 지배를 관

철할 수 없다. 때문에 동독 정권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지배에 노동자

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선전과 선동 등을 통해 체제에 대한 확신을 이끌

어내려 했다. 초기에는 반파시즘과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구호를 통해, 

중기에는 경제개혁 시도를 통해, 후기에는 복지정책의 확대와 독일 역사

의 전통을 동독의 긍정적인 부분과 연결하려 함으로써 체제의 정당화를 

18) Konrad H. Jarausch, “Die DDR denken. Narrative Strukturen und analytische 

Strategien,” Berliner Debatte Initial, H. 4/5(1995); Jürgen Kocka and Martin Sabow, 

Die doppelte Vergangenheit. Der gemeinsame Blick auf die geteilte Geschichte. 

Funkkolleg. deutschland im Umbruch. Studienbrief 2. (Tübingen: Deutsches 

Institut für Fernstudienforschung an der Universität Tübingen, 1997); Rolf 

Badstübner. DDR-gescheiterte Epochenalternative. Aufbruch in die Sackgasse oder 

was sonst? Versuch einer Annährung. Hefte zur DDR-Geschichte. Heft 19 (Berlin, 

1994).
19)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Partei, Staat und Gesellschaft 1949~1990. 

(München: Hanser, 1997), p.632.
20) Bessel, Richard and Jessen, Ralph, “Einleitung. Die Grenzen der Diktatur,” in dies. 

Hg., Die Grenzen der Diktatur. Staat und Gesellschaft in der DD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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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했다.21)

이러한 독재 아래에서 동독인들은 공식적인 관계나 시스템 이외의 제

2의 사회를 구성하며 삶을 영위했다. 공식적인 경제 외에 암시장이 형성

되었고, 공식적인 노동관계 외에 비공식적 노동관계가 생겼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통일된 문화 외에 비공식적인 다원적 하위문화 등이 형성되었

다.22) 이러한 제2의 사회는 동독인들이 정치적 강요에서 벗어나 사적인 

관심사에 몰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고, 작업장에서의 비공식적 관계

는 그들만의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대다수의 동독 시민들

에게 삶은 순응과 거리 두기 혹은 끊임없는 줄타기 과정이었다. 평범한 

시민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대중 집회 등에서 당과 국가에 

충성을 드러내 보이고, 동시에 사적 영역은 다른 가치와 행동 양식으로 

조직했다.23)

위와 같은 내용들이 역사 교과서에 적절하게 기술되기 위해서는 구조

사와 경험사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구조사적 접근을 통

해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중심으로 동독사회를 규정한 구조적 특징을 파

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사24)를 통해 동독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동독인들은 독재체제를 어떻게 수용했고, 

그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영위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럴 때 어떻게 동독의 성공이 가능했고, 또한 왜 붕괴했는지를 알 

21) Sigrid Meuschel, Legitimation und Parteiherrschaft. Zum Paradox von Stabilität und 

Revolution in der DDR 1945~1989 (Frankfurt: Suhrkamp, 1992).
22) Detlef Pollack, “Die konstitutive Widersprüchlichkeit der DDR. Oder: War die 

DDR- Gesellschaft homoge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24, no. 1 (1998), 

pp.110~131.
23)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Partei, Staat und Gesellschaft 1949~1990, p.586.
24) 경험사는 일상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체험과 의미부여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Dorothe Wierling. “Alltags- und Erfahrungsgeschichte,” In Klaus Bergmann 

u. a. Hg., Handbuch Geschichtsdidaktik. 5 Aufl (Seelze-Velber: Kallmeyer, 1997),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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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 새로이 구성된 신연방주 주민

들의 대다수는(77.9%)는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동독의 역사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25) 따라서 동독

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역사적 사건과 업적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2. 역사 교과서 분석 방법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공인된 교과서 분석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26) 연구주제와 분석대상에 맞게 적절한 분석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양적 분

석 방법과 질적 분석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을 모두 활용한다. 양적분석 방법으로는 공간분석을, 질적 분석 

방법으로는 서술여부분석(Präsenzanlayse)과 해석학적 방법을 활용한

다. 공간분석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교과서가 어느 정도의 지면을 할애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주제의 중요성이나 관심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서술여부분석은 특정 주제, 개념, 용어, 사건이 서술되고 있는

지, 서술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측면은 서술되고 어떤 측면은 생략되

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27) 해석학적 방법은 특정 주제가 어떤 

25) Sozialreport. Spezifische Lebenslage. DDR-Vergangenheit und nationale Einheit aus 

der Sicht der Ostdeutschen. Sozialreport I Quartal. Neue Bundesländer, 1995, p. 22.
26) Christian Thimme, Geschichte in Lehrwerken Deutsch als Fremdsprache und 

Französisch als Fremdsprache für Erwachsene: einer deutsch - französischer 

Schulbuchvergleich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1996), p. 92.
27) Peter Meyers, Friedrich II. von Preußen im Geschichtsbild der SBZ/DD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Geschichtswissenschaft und des Geschichtsunterrichts 

in der SBZ/DDR. (Braunschweig: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 

buchforschung,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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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아래에서 어떤 의도로 서술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28)

본 연구는 통일독일의 역사 교육에서 동독사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이 내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의도에서 출

발했다. 따라서 이런 연구목적에 맞게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 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독사를 정당하게 이해하고, 내적통일에 기

여하기 위해서는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영향

2. 서독과의 대립과 협력관계, 그에 따라 동독사회에 미친 영향

3. 동독사의 전개 과정

  3.1. 분단사에서 동독사의 위치

  3.2. 동독사 시기구분과 서술의 관점

  3.3. 서술 영역과 강조하고 있는 주제(구조적 특징,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 등)

  3.4. 역사적 성과와 사회적 업적 인정

4. 동·서독 비교

5. 동·서독사 서술 분량

동독사는 앞에서 보았듯이 동-서 냉전이라는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동독에 대한 영향력 행사(1), 서독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2). 동독사의 전개 과정을 정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단사에서 동

독사가 합당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동독사가 서독사의 부록처럼 느껴

28) Wolfgang Marienfeld, Schulbuchanalyse und Schulbuchrevision: zur Methodenproble-matik. 

Internationales Jahrbuch für Geschichts- und Geographieunterricht. Bd. XVII, (1976),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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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는 안 된다(3.1.). 또 동독사를 어떻게 시기 구분하고 각각의 시기를 

어떻게 특징짓는지를 보면 어떤 시각에서 동독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는

지를 잘 읽을 수 있다. 동독사를 이해하면서 서독은 성공의 역사로, 동독

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역사로 서술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서술

의 관점은 교과서의 동독사 이해 관점을 드러내준다(3.2.). 서술 영역이

나 많은 지면을 할당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통해서도 역사 교과서가 

동독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동독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과 그 속에서의 동독인들의 삶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3.3.). 내적통일을 고려해볼 때, 동독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업적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서술이 필요하다

(3.4.).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이나 업적

이 사회주의 독재를 미화하거나 주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는 내용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내적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일방적으로 서독에 유리한 비교

는 지양되어야 한다(4).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독사에 종속된 동독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서술 분량도 동독과 서독에 

동일한 지면을 할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동독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서술여부분석 혹은 해석학적 분석을 활용

하고, 3.3.의 강조주제와 5번은 공간분석을 사용한다. 서술여부분석에서

는 동독사회의 어떤 주제영역들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

상 등– 서술되고 있고, 어떤 역사적 사실과 정책들이 서술되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나 정책 등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해석학적 분석

을 통해서는 그런 사실이나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지를 분

석한다. 공간분석을 통해서는 동독사와 서독사의 서술 분량을 쪽 단위로 

계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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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영향(◦)

TB1

￭동-서 갈등을 별도의 중단원으로 다룸. 독일분단은 동-서 냉전 결과 

중의 하나(p.6); 승전국들의 심화된 대립의 결과가 독일분단이며 승전

국과 그들의 세계정치적 관계가 독일의 미래를 결정. 이런 틀 속에서 

동독과 서독정부는 내부 전개과정 결정(p.31); 40년 동안 동-서 갈등

의 틀이 서독의 외교정책을 규정함(p.38); 냉전이 분단을 야기했다면, 

동·서독이 동-서방 양 진영에 가입함으로써 적대적인 국가로 대립하

게 됨(p.217).

III. 김나지움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 내용분석

1.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영향

<표 1>을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동-서 갈등을 별도의 대단원이나 

중단원에서 서술함으로써 20세기 후반기를 규정한 역사적 현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동독은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의 동

방진영으로,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서방진영으로 통합되었

음을 모든 교과서들이 서술하고 있다. 그 결과 동독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소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사회로 건설되었고, 인민봉기 진

압, 권력교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에 소련의 지원이나 승인을 받아야 했

다. ‘1989/90년 평화혁명’ 당시 동독인들의 시위도, 소련군이 지원하지 않

을 것이 분명해지자 무력을 통한 진압을 포기함으로써, 통일로 가는 중

요한 단초가 되었음을 여러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다. TB1은 울브리히트

에서 호네커로 권력이 교체되는 것도 소련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을 보여

줌으로써 소련에 철저하게 종속된 국가임을 강조하고 “위성국가”라고 규

정하기도 한다(p.217).

<표 1>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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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은 소련의 권력영역으로 공산주의 독재 수입(p.6); 소련의 강압

으로 동독공산당과 사민당 통합(p.32); 소련의 보호와 지도 아래 SED

는 공산주의 독재 건설(p.73); 당 조직의 모델은 소련공산당(p.74); 

1953년 봉기 소련군 진압은 동독 정권의 소련 종속성 보여줌(p.73, 80); 

서독이 자발적으로 서방진영으로의 통합을 추진하자 동독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었을 뿐(p.78);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

레즈네프에게 울브리히트 퇴진을 청원하는 편지(pp.107~108); 호네커

는 소련의 조건 없는 지도 인정(p.73); 소련 종속적 위성 국가(p.217).

TB2

￭동-서 냉전의 역사를 별도로 다루지 않음. 동독과 서독의 동방과 서

방 진영으로의 통합 서술.

◦SPD와 KPD의 SED로의 강압적 통합(p.244); 정치적으로, 경제적으

로 소련식 모델로 조직화(p.246); 소련군 1953.6.17 봉기 무력진압(p.254).

TB3

￭“세계전쟁의 세기” 대단원 아래 “동-서 갈등과 냉전”이라는 중단원에

서 동-서 대립 서술. 두 개의 독일 국가 건설은 반(反) 히틀러연합의 

붕괴에 기인(p.381); 서독은 서유럽연합(WEU)과 나토 가입을 통해 서

방진영으로 통합(p.391); 동독은 동구권의 상호경제협력이사회 (RGW)

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으로 동방통합(p.395).

◦소련의 강압으로 사민당과 공산당 통합(p.366); 동독의 국가, 경제

시스템건설은 소련식 모델을 따름(p.390); 정치경제적, 국내정치적 방

향은 소련모델을 따랐고, 외교도 소련의 동맹노선 따름(p.395); 소련

의 헤게모니가 위협당한다고 판단하면 무력행사도 서슴지 않았음. 

1953년 동독인 봉기 진압이 그 예(p.457).

TB4

￭동-서 갈등을 별도의 단원에서 다루지 않음. 서독은 나토와 서유럽

연합 가입으로 서방진영으로 통합되고, 동독은 동구권의 바르샤바조

약기구와 상호경제협력이사회 가입으로 동방진영으로 통합(p.250)

◦소련은 처음부터 동독을 소련식 모델에 따르는 정치체제를 구축하

려 하고 이를 위해 사민당과 공산당을 강압적으로 통합하여 SED 창

당(p.258); 동-서 갈등은 동독과 서독의 스포츠 경쟁에도 영향 미침

(p.262).

TB5

￭동-서 갈등을 별도의 단원에서 다루지 않음. 동독과 서독이 각각 동

방과 서방진영으로의 통합되었다고 서술. 

◦소련강압으로 SED 창당(p.146); SED모델은 소련공산당(KPdSU)(p.147); 

소련식 모델에 따른 사회주의 건설(p.151); 1953년 봉기 진압(p.154); 

동독시스템은 소련에 의해 정착됨. 동독은 소련의 보호 아래 있었고, 

그런 소련의 보호가 사라지자 국가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음(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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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6

￭별도의 대단원에서 유럽통합과 동-서 냉전 다룸. 동독과 서독이 각

각 동-서방 진영에 통합(p.423, 444).

◦소련점령군의 압박 속에 SPD와 KPD는 SED로 통합(p.401);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소련식 모델 수용(p.441); 소련군 1953년 

6월 인민봉기 진압(p.447); 동독경제의 소련 계획에의 종속성(p.447); 

소련 영향으로 동독정권 1989년 동독인 시위 무력진압 포기(p.459).

TB7

￭별도의 대단원으로 동-서 갈등 서술. 냉전시기 정치·군사적으로 상

이한 권력블록에 가담(p.529). 동독과 서독이 동-서방진영으로 통합

(pp.532~533).

◦국가와 사회질서 스탈린주의적 소련 모형 따름. 1940년대 말부터 

소련 점령지역 전체 사회생활이 소비에트화(p.531); 1953.6.17 봉기 진

압(p.532); 소련에 의해 지배되고 종속된 국가(p.535); 소련식 모델에 

따라 경공업과 소비재공업 대신 중공업구조의 산업구조 형성(p.539).

TB8

￭동-서 갈등 별도의 대단원으로 서술. 동독과 서독이 각각 동-서방 진

영으로 통합(p.80, 88).

◦소련점령군의 강압으로 SPD와 KPD 통합(p.60); 소련식 모델에 따

른 사회주의 건설(p.88); 1953.6.17 소련군 진압. SED권력은 소련군으

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p.89); 동독의 5개년 경제 개혁은 완고

하게 소련의 7개년 계획에 따름(p.90); 소련과의 친선과 원조조약으로 

경제의 소련 종속성 심화(p.137); 1989년 시위 현장책임자 소련의 지

원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압하지 않음(p.151).

TB9

￭동-서 갈등 별도의 대단원으로 서술. 서독은 나토와 서유럽연합 가

입으로 서방진영으로 통합(p.349). 동독은 RGW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으로 동방진영으로 통합(p.355).

◦SED 창당에 압력(p.309); 소련 모델에 따른 인민민주주의는 소비에

트화(p.354); 동방진영으로의 통합은 동독의 경제, 사회, 정치의 소련 

종속성 의미(p.355); 국가, 사회, 경제의 소련식 모델에 따른 재건(p.377); 

소련탱크 1953년 봉기 진압(p.378); 1989년 동독인들의 시위 때 정치

적 협상을 지지하는 온건파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군

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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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서독과의 대립(￭), 교류와 협력(◦), 그에 따른 동독사회에의 영향(▸)

TB1

￭수십 년 동안의 대립과 차단이 양 독의 존재를 규정했음(p.6); 동독 

불인정의 할스타인 독트린(p.38); 동·서독기본조약 체결에도 불구하

고 동독 국적 불인정(p.101)

◦동·서독기본조약 체결(p.63)

▸동독인들에게 서독의 복지수준은 그들의 계획경제 아래에서는 도

달할 수 없는 척도로 여겨짐(p.102)

TB2

￭동독에 대한 차단정책, 할스타인 독트린(p.255)

◦동·서독기본조약 체결(p.263)

▸서독 TV와 친척방문은 동독주민들에게 동독당국의 주장과 현실의 

간극을 인식하게 해줌. 서독 마르크와 유행에 대한 갈망 지님(p.270); 

체제대결의식(p.270)

TB3

￭동독의 국제법상 불인정의 할스타인 독트린(p.392); 동·서독기본조

약 체결 이후에도 동독 국적은 인정하지 않음(p.407)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서독이 동독의 제2의 교역국가가 됨; 양국 

간 긴장완화;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경제, 통행, 환경 관련 합

의(p.407)

▸경제성과에 대한 서독과의 비교는 동독인들의 지속적인 불만 야기

(p.414)

2. 서독과의 대립과 협력관계, 그에 따라 동독사회에 미친 영향

교과서들은 아데나워정부 이래로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는 국가와는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소위 할스타인 원칙을 토대로 하는 서독의 외교정

책과 그에 따른 동·서독의 대립, 동·서독기본조약으로 대표되는 교류

와 협력정책, 그리고 그것이 동독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모두 서술하고 있다. 단지 TB4만 양국 상호관계가 동독사회

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여러 교과서들은 동독인들

에게 서독사회와 복지수준은 결정적 비교준거 역할을 했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 서독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서독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심화를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TB5).

<표 2> 서독과의 대립, 교류와 협력관계, 그에 따른 동독사회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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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4

￭서독의 단일대표권 주장하는 할스타인 독트린으로 동독과의 대결정

책 추진(p.252); 동-서 냉전 하에 동·서독의 스포츠경쟁(p.262)

◦동·서독기본조약 체결과 그 목표만 간단하게 언급(p.254)

TB5

￭서독의 유일대표권 주장(p.158)

◦동·서독기본조약 체결(p.157); 국경이 통행 가능해지고 방문자 증

가, 통신 소통 확산(p.167)

▸서독 TV시청은 동독인들의 표준이 됨; 양국 사이의 여러 조약들은 

국가적 분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결합은 결코 파괴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만들어 줌(p.167); 서독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심화(p.182)

TB6

￭할스타인 독트린으로 서독의 유일대표권 주장(p.406)

◦동·서독기본조약 체결(p.429)

▸동독의 생활수준은 공산권에서 최고 수준이었지만, 동독인들의 유

일한 비교대상은 서독(p.450); 1970년대 중반 이후 국가부채는 서독의 

재정지원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국경지

역의 지뢰밭과 자동발사시설을 축소하고 수천 명의 동독인들이 감옥

에서 풀려나도록 만들었고 서독으로의 이주와 왕래를 자유롭게 만들

었음(p.450)

TB7

￭양국은 서로 나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주장(p.529); 1950년대, 1960년

대 양국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대립 서술(p.549~550); 동·서독기본조

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의 동독 인정은 거부(p.550)

◦양 독 상호관계를 별도의 단원으로 하여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

지 양국의 관계를 통사적으로 서술(pp.549~552).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서독의 재정지원(pp.551~552)

▸서독여행기회 확대, 동독 내의 야당세력 강화, 동독주민들의 서독 

이주 권리 요구, 양국 관계 밀접해짐(p.551)

TB8

￭동·서독기본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동독 국적 인정 안함(p.124)

◦동·서독기본조약 체결(p.124); 이후 100건 이상의 협약, 합의 체결, 

수백만 동독 여행(p.125); 공동의 평화노력(p.143)

▸동독인들 서독 방문 가능, 수많은 접촉과 정보교환 이루어짐. 의견 

형성, 기대와 희망 생겨남(p.125)

TB9

￭동독 불인정의 할스타인 독트린이 1960년대 말까지의 서독 통일정

책의 기초(p.385); 상호 국가명을 둘러싼 대립(p.386)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내독 간 경계 완화, 교류 강화, 여행과 방

문 가능해짐(p.415)

▸TV시청을 통해 쉬워진 서독 사회와 그들의 생활수준과의 비교를 

동독정권이 막을 수 없었음(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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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독사의 전개 과정

1) 분단사 속 동독사의 위치

아래의 <표 3>에 나타난 분단사 서술방식을 보면, 동독과 서독을 포괄

할 수 있는 준거에 따라 양국을 함께 서술하려 했느냐 아니면 동독과 서

독을 각각 개별적으로 서술하려 했느냐에 따라 단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TB2를 제외하면 어떤 경우이든 동독사를 서독사에 

종속된 역사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다. TB2는 서독사를 독일 전체

를 대표하는 역사로 보고, 동독사를 그 일부로 보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TB4도 서독사는 3단계로 나누어 각각 하나의 소단원에서 설명하

고, 동독사는 하나의 소단원에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만큼 동독

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B2와 TB3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들은 동독과 서독을 분리해서 서술

하고 있다. TB3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양국을 포괄하여 두 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 했는가하는 관점에서 서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동독과 서독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교과

서들이 동독과 서독을 별도의 사회발전과정을 추구한 다른 국가로 이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TB1, TB6, TB9로 양 독일이 분단 

이후 각기 다른 사회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중단원을 구성

하고 있다. TB7은 분단사 전체를 분단 심화와 그에 따른 체제대결이라는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다. 비록 서로 다른 발전과정을 겪는 동·서독이지

만 양국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분단사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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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분단사 속 동독사의 위치

TB1

◦“20세기 후반기의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대(大)단원 아래 “연합국 

점령 시기와 독일 분단”, “서독: 정치와 경제적 전개 과정 1949~1989”, 

“동독 1949~1989: 국가와 경제”, “평화혁명에서 재통일로”라는 중(中) 

단원으로 구성.

TB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유럽”이라는 대단원 아래, “독일 통

일이 깨짐”, “양 독일 국가의 형성”, “서방통합으로의 길”, “동방정책의 

새로운 대안”, “1989년 독일혁명”의 중단원으로 구성. 이 중 “양 독일 

국가의 형성” 중단원 아래의 “서독과 동독의 건국”이라는 소단원에서 

동독 건국과정을 서술. “서방통합으로의 길” 중단원의 한 소단원으로 

“동독의 봉기” 서술. “1989년 독일혁명” 중단원에서 “동독 붕괴의 원

인” 소단원에서 시기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동독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 서술.

 -이 교과서는 동독사를 서독사에 종속된 역사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음

TB3

◦분단 이후의 역사를 “패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간”, “동·서독 건국

과정”, “양국 건설 과정”, “대립에서 공존의 동방정책”, “양국의 시대적 

과제”, “평화혁명과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나누고, 동·서독이 각각 

국가건설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한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

음. 양국의 건설과정은 분리해서 개별 소단원으로, 양국의 시대적 과

제는 하나의 중단원 안에서 함께 서술하고 있음.

 -동·서독이 해결했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단원에서 

서술함으로써 두 나라이긴 하지만 전체독일의 역사로 이해하려는 시

도를 하고 있음.

TB4

◦“1945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정치적 전개 과정” 이라는 중단원 아

래 “민주적 새 출발–서방점령지역과 서독(1945~1969)”, “사민주의자들 

권력에 앉다(1969~1982)”,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종식에서 독일 재통

일까지(1982~1990)”, “사회주의 독일–소련점령지역과 동독(1945~1990)”

의 4개 소(小)단원으로 구성.

 -단원 수로만 보면 서독사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원 이외의 읽

을거리(Dossier)를 통해 일상과 스포츠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분량

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 그러나 서독은 역사적 전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각각 하나의 소단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비해, 동독은 하나

의 소단원 안에서 전체 동독사를 다루고 있음. 이는 동독사는 한 단

원에서 설명해도 되는 사회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그 만큼 동독

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

<표 3> 분단사 속 동독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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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5

◦“독일: 분단에서 재통일로”라는 대단원 아래 “공동의 점령정책 좌

절”, “새 질서에서 서독으로”, “소련점령지역에서 동독으로”, “ 두 국가 

징후의 독일”, “독일 통일”의 중단원으로 구성.

TB6

◦“1945년 이후 독일” 이라는 대단원 아래, “동-서 갈등과 독일 분단”, 

“서독의 정치·사회적 전개 과정”, “동독의 정치·사회적 전개 과정”, 

“독일 통일과 그 결과들”의 중단원으로 구성.

TB7

◦“1945년 이후 독일” 대단원 아래 “전쟁종료 1945–새 출발 기회”, “이

중 국가건설”, “독일 1949~1961: 분단의 심화”, “차단과 긴장완화–양 

독일 관계사”, “독일 1961~1989: 체제대결”, “평화혁명과 재통일 1989/1990”

의 중단원으로 구성. 1949년에서 1961년까지는 분단이 심화되는 시

기로, 그 이후의 시기는 체제대결시기로 규정. 분단이 심화되는 시기

(1949~1961)에는 “정치 갈등”, “경제 질서와 경제발전”, “사회구조와 

남녀관계”라는 소단원에서 각각 서독과 동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

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양국이 대비되도록 서술하고 있음. 체제대결

(1961~1989) 시기에는 서독과 동독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성.

TB8

◦“동-서 갈등과 독일분단”, “두 국가–한 민족”, “장벽붕괴와 독일 통

일”의 3개 대단원으로 전후사 서술. “두 국가–한 민족” 대단원 안에 

11개의 중단원으로 서독사와 동독사 서술. 이 중 6개는 서독사, 4개

는 동독사, 하나는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독 관계사로 이

루어짐.

TB9

◦“붕괴와 새 출발: 독일 1945~1949”, “한 민족–두 역사: 서독과 동독 

1949~1989”, “독일 통일: 과거로부터 미래로”의 세 대단원으로 분단의 

역사 서술. 이 중 “한 민족–두 역사: 서독과 동독 1949~1989” 대단원 

아래에서 “독일 과거사”, “서독의 기초”, “동독의 기초”, “서독역사: 1949~1989”, 

“동독역사: 1949~1989”, “두 국가–하나의 독일”, “동독의 야당과 1989년 

평화혁명”의 중단원으로 구성.

2) 동독사 시기 구분과 서술의 관점

<표 4>를 보면, 동독사의 시기를 구분해서 서술하는 교과서는 상대적

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9권 중 6권은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3권

만 동독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기를 구분

한 교과서의 경우 그 기점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TB1, 7)이거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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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히트에서 호네커로의 권력교체(TB4), 1961년, 1971년, 1975년을 기점

으로 하는 교과서도 있다(TB9). 가장 많이 다루는 시기는 건국 이후 소련

식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건설하고 1961년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기까

지의 시기이다. 다음으로는 호네커로의 권력교체와 경제와 사회정책의 

통일,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야당세력 탄압이다. 1960년대의 

개혁 시도를 다루는 교과서는 TB1, TB5, TB6, TB7 등인데, TB1와 TB9를 

제외하고는 몇 줄부터 1/3쪽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동독은 출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

지 못한 독재국가였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TB1은 단원의 제목을 

통해서 동독은 대안이 될 수 없었음을 제시하고 있고, TB3은 정권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TB5는 동독이 정당성이 없는 국가이고, 소련에 철저하게 종속된 국가로 

소련의 지지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국가임을 기술하고 있

다. TB7은 단원 제목을 통해 행운의 민주주의와 좌절한 독재로 체제대결

에서 패배한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 명시적인 진술은 없지만, 결

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국가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데 TB2는 

명확하게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실사회주의는 좌초했는

데, 이는 무엇보다도 체제내재적인 결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부족함을 느끼게 한 점과 지도세력의 지적ㆍ도덕적 과실이 결정적이었

다는 것이다(p.269). 그리고 비록 체제가 잘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붕괴 

할 수밖에 없었음을 2쪽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pp.269~271).

위에서 다수의 교과서들이 동독사 전개 과정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동독사를 그만큼 변화가 없었던 정적인 역사로 이

해함을 읽을 수 있다. 그 바탕에는 각 시기마다의 변화보다는 몇 가지 특

징으로 동독사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동독이 어떻게 40여 년을 존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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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동독사 시기 구분(￭)과 서술관점(◦)

TB1

￭명확하게 시기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독 1949~1989: 국가와 

경제” 중단원 아래 베를린 장벽 건설을 기준으로 “새 시스템의 구성과 

확대”와 “동독의 안정과 몰락”의 소단원으로 나누고 있음

◦소단원의 제목이 잘 보여주듯이 동독의 역사를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베를린 장벽 건설을 통해 잠정적으로 체제가 안정되었다

가, 이후 몰락하는 역사로 이해하고 있음

 -단원의 개관에서 “동독–독일의 대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동독사 

전체를 개관하고 있는데, 소련에 종속되어 있었고, 여러 노력이 성공

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안이 될 수 없었던 국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

음(p.73)

 -어떤 시기에도 주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독재(p.74);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에게 울브리히트 퇴진을 청원하는 편지(pp.107~108); 

소련 종속적 위성국가(p.217)

TB2

￭서독사의 일부로 동독사를 다루고 있는 까닭에 동독사 자체의 시기

를 구분하지 않음

◦동독,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없이 건국(p.246); 동독 붕괴

의 원인을 2쪽에 걸쳐 자세하게 서술(pp.269~271)

TB3

￭명확한 시기 구분을 하지 않음. 전체 전개 과정을 계획적인 사회주

의 건설과 동방진영통합, 체제에 대한 도전, 평화혁명과 통일 투쟁으

로 구성

◦동독정부는 결코 전체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1953.6.17.

의 봉기와 베를린 장벽 건설이 잘 보여줌(p.390); 베를린 장벽 건설로 

동독 탈출 주민은 줄었지만,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은 여전히 낮

음; 거대한 선전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적은 미흡하였고, 낮은 생

활수준을 여성동등권에 대한 캠페인, 체제순응적인 교육, 스포츠 참

여, 대중조직 활동 참여 등으로 해소하려 했지만 성공 못함(p.414); 여

성 동등권을 선전했지만 여성을 생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

부 여성에 호의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

하지도 못했으며 남성과 동등한 수입도 얻지 못함(p.415); 주민감시와 

심보다는, 출발부터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이 붕괴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충분하

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표 4> 동독사 시기 구분과 서술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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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세력 억압, 그에 따라 주민들은 사적인 것으로 후퇴하고 청소년

들은 자신들의 하위문화 형성으로 대응(p.415)

-양국을 대비하는 서술은 서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동독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상들을 열거하고 정권

의 노력들이 성과가 없었다는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음

TB4

￭“소련 점령지역에서 동독으로(1945~1949)”, “사회주의체제(1949~1971)”, 

“공고화와 몰락(1971~1990)

◦동독 건국에서 붕괴까지 어떤 정치적 전개과정이 있었는가하는 관

점에서 역사적 전개 과정의 진술에 집중(p.258). 그러나 대부분 부정

적인 내용들. 또 개관부분에서 서독과 동독은 각각 서방과 동방 진영

으로 통합되었다고 서술하고, 그에 따라 서독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

를 누리는데 비해, 동독 사람들은 1989년 국경이 개방되기까지 철의 

장막 뒤에서 살았다고 서술(p.250)

TB5

￭별도의 시기 구분이 없음.

◦일종의 중단원 격인 “역사에 대한 질문”이라는 코너에서 “동독–MfS

의 국가?”라는 제목 아래  SED의 권력독점과 MfS의 주민감시 및 통제 

기능을 2쪽 이상 자세하게 서술(pp.163~165). 동독이 정당성이 없는 

국가임을 드러내고 있음.

 -동독의 존속은 전후 독일사의 특별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동유

럽에서의 소련 지배하의 사회주의의 전초기지 역할 때문(p.171)

 -동독 시스템은 소련에 의해 정착됨. 동독은 소련의 보호 아래 있었

고, 그런 소련의 보호가 사라지자 국가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음(p.183)

TB6

￭별도의 시기 구분이 없음.

◦단락별 표제어를 중심으로 보면 사회주의 확산과 SED의 권력 유지 

관점에서 동독사를 서술하고 있음.

TB7

￭별도의 시기구분 없이 동·서독 분단사 전체를 1949~1961, 1961~1989

로 구분하고 있음.

◦서독이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에 기반하고 있는 데 비해 동독의 공

산주의 독재는 붕괴 시까지 정치적 정당성 부재(p.529).

 -체제대결(1961~1989)시기에는 서독과 동독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서

술하고 있는데, 표제가 서독은 “행운의 민주주의”로 동독은 “독재의 

좌절”로 붙여져 있음. 결국 정당성도 없었고, 체제대결에서 패배한 국

가라는 시각에서 동독사 서술.

 -여러 곳에서 서독에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있음을 서술(p.538, 539)

TB8
￭별도의 시기구분이 없음. 그런데 “두 국가–하나의 민족”이라는 대단

원 아래 “동독: 일당독재로서의 인민민주주의”, “1961 베를린 장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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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호네커 시대”, “동독의 외적 평가절상과 내적 위기”를 각각 하나

의 중단원으로 나누어 서술. 

◦서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독은 자유선거라는 정당성을 상실한 

국가(p.66); 인민민주주의는 일당이 독재하는 체제임을 중단원 제목

이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p.88); 1953.6.17. 인민봉기는 SED 정권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함을 보여줌(p.89)

TB9

￭“사회주의 건설과 내적 위기(1949~1961)”, “개혁과 내적 안정(1962~1971)”,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정(1971~1975)”, “체제위기와 몰락(1975~1989)”

◦소련 종속성(p.309, 354, 355, 377, 378); 1989년 동독인들의 시위 때 

정치적 협상을 지지하는 온건파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

련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p.391)

3) 서술 영역과 강조하는 주제

아래의 <표 5>에서 굵은 글씨체는 한 쪽 이상의 분량을 배당하여 비교

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주제들이다. 표의 내용을 보면 교과서들이 

다루는 영역은 압도적으로 정치 분야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회나 일상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다. 정치영역에서 서술하고 있는 주제들

은 SED 창당, 탈나치화, 소련식 정당구조 형성, 투표방식, 사법부 종속성, 

대중조직, 지배이데올로기, MfS, 동독 건국,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스탈

린 우상화, 1953.6.17. 인민봉기, 주민탈출, 베를린 장벽 건설, 1960년대 

개혁, 1960년대 내정 안정화, 동독의 국가정체성, 동독의 통일정책(민족

문제 이해), 동독 헌법, 호네커로의 정권교체, 체제 공고화, 야당 탄압, 

KSZE가입의 영향, 1980년대 야당 형성,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 개혁의 

영향, SED 내부개혁세력, ‘1989/90 평화혁명’, 붕괴 원인 등이다. 이 중 많

은 교과서들이 1쪽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정당 

구조, 1953.6.17. 인민봉기, 베를린 장벽 건설, MfS, ‘1989/90 평화혁명’ 등

이다. 이 중 ‘1989/90 평화혁명’은 여러 교과서가 수 쪽에서 10쪽까지 지

면을 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주제들은 ‘평화혁명’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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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동독사 서술 영역, 강조하는 주제

TB1

￭정치: 사회주의통일당(SED) 권력독점의 소련식 정치권력 형성, 사법부

의 당 권력에의 종속성, ‘국가안전부(Mf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10쪽), 동방진영의 일부가 됨, 1953 위기, 소련이 지시한 신노선, 노

동자봉기가 인민봉기로,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완성, 내정 안정화, 만

회 없이 추월, 두 번째 베를린 위기 1958~1961, 서독으로의 탈출민 통

계, 베를린 장벽 건설, 동독의 국가정체성, 국제적 인정 노력, 1960년

대 개혁, 사회주의 모델국가로서의 동독, 울브리히(Ulbricht) 퇴진, 호

네커(Honecker) 시대 개막, 현실사회주의, 1970년대 법률 개정, ‘유럽 안

전과 공동협력회의(KSZE)’ 가입을 통한 서방국가들에 대한 개방, 1968년 

동독 헌법,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에게 울브리히트 퇴진을 청

원하는 편지, 사회정책과 SED 지배의 정당성, 국경보장을 위한 대책, 

KSZE 최종안에 대한 동독 외무부의 평가, 1989/1990 평화혁명(7쪽)

건국 초기 특징들이다.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체제가 안정되면서 시도

한 1960년대 개혁정책에 대해 TB1은 1쪽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TB6도 1/3쪽 정도의 지면에 소개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소유관계 변화, 사회주의 건설, 국유화, 계획경

제, 1960년대 경제정책(NÖSPL), 사회와 경제정책의 통일, 결핍경제, 소련

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심화, 외국의 신용지원, 국가파산 위기, 1970-80년

대 동독 경제성장률, 1980년대 경제 통계 등이다. 이 중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계획경제다.

사회분야에서는 여성취업, 남녀평등권, 교육정책, 청소년단체, 사회 불

평등, 환경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 몇 권의 교과서(TB3, 8, 9)는 여

성문제에 대해 1쪽 이상의 지면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교육정책을 한 

쪽 전체에 걸쳐 서술하는 교과서도 있다(TB1). 일상과 관련해서는 틈새

사회, 소비생활의 궁핍함, 여행, 여성의 삶 등을 다루고 있다. 교과서만 

보면 생활의 궁핍함과 사적인 것으로의 탈출이 동독인들의 일상을 특징

짓고 있다.

<표 5> 동독사 서술 영역과 강조하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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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획적인 사회주의 건설, 동독 경제의 몰락, 경제개혁 대신 선

전, 지불불능 상태의 동독경제, 경제와 사회정책 통일,

￭사회: 교육정책

￭일상: 일상생활의 궁핍함

TB2

￭정치: 동독건국,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1953.6.17. 봉기, 베를린 장벽 

건설, 동독의 통일정책(2국가 이론), 현실사회주의, 1989 독일 혁명, 

동독붕괴원인, 지배이데올로기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제: 계획경제, 국가의 무역독점

￭사회: 1980년대 경제상황

￭일상: 서독제품에 대한 갈망, 일상적인 궁핍함과 경제적 의욕상실

TB3

￭정치: SED 지배권 강화,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1953.6.17. 봉기, 

1960/61 위기와 베를린 장벽 건설, 사회주의 건설, MfS와 야당 탄압, 

1989/90 평화혁명(3쪽)

￭경제: 국유화와 계획경제

￭사회: 여성정책,

￭일상: 사적인 것으로의 후퇴, 청소년 생활상

TB4

￭정치: 정치체제형성,  동독건국,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정당구조, 

MfS, 호네커로의 권력 교체, 주민 생활수준 향상 정책, 1989 SED정권 

붕괴

￭경제: 계획경제 도입

￭사회: 자유독일청소년단(FDJ), 청소년인정행사(Jugendweihe), 남녀동등권

￭일상: 소비물자 부족, 사적 틈새 공간

TB5

￭정치: SED 창당, 투표방식, 사회주의 건설, 1953.6.17, 베를린 장벽 건

설(2쪽), 동독헌법, MfS, SED 권력독점, 동독의 야당, 평화혁명(3쪽), 

붕괴의 원인(3쪽)

￭경제: 토지 소유관계 변화, 재정문제 심화

TB6

￭정치: 소련점령지역에서의 새 출발과 탈나치화, 정당구조, 강요된 

SED 창당, 새로운 유형의 정당 SED, 1946년 소련 점령지역 선거 결과, 

동독 건국, 1953년 신 노선, 베를린 장벽 건설, 사회구조, 정당구조 개

편, 당 권력종속적인 사법부, 비밀경찰의 편재(遍在), 동방진영통합, 

1953년 인민 봉기(2쪽), 주민 탈출 증가, 동독 탈출민 통계, 베를린 장

벽 건설, 울브리히트 시기의 체제 공고화, 야당세력 탄압, 1989/1990 

평화혁명(2쪽)

￭경제: 소련점령지역에서의 경제변혁, 계획적인 사회주의 건설

￭일상: 틈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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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7

￭정치: 탈나치화, 정당구조개편, SED 창당, 동독 건국, 동독의 국가적 

성격, MfS, 마르크스-레닌주의, 1953.6.17 인민봉기,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베를린 장벽 건설, 헌법상의 국가와 정당, 주민 감시체제, 투표

방식, 야당의 형성과 가능성, 체제위기와 외교적 고립, 동독 탈출과 

출국 신청, 붕괴원인(2쪽), 평화혁명(3쪽)

￭경제: 계획경제(2쪽), 1960년대 경제정책(NÖSPL), 사회와 경제정책의 

통일, 결핍경제

￭사회: 동독의 사회 불평등, 남녀동등권, 여성 취업, 여성정책, 교육정책

￭일상: 생활수준

TB8

￭정치: 탈나치화, 토지개혁, 학교개혁, 산업개혁, 정당설립, SED창당, 

초기 선거 결과, 인민민주주의, 블록정치, ‘특별한 독일의 길’ 이론가 

액커만(Ackermann) 자기비판, 동독 국가(國歌), 동독 건국, 1949년 동

독 헌법, 새로운 유형의 당, 동독의 국가구조와 SED 지배, 스탈린 우

상화, 소련식 모델에 따른 사회주의 건설, 1953. 6. 17 봉기(2쪽), 동독 

정치체제, 사회주의 사회의 이론적 전개 과정, 1953년 동독 상황, 동

독의 야당, 1961 베를린 장벽 건설(6쪽), 공동의 평화노력, 개혁대신 

탄압, 사회주의체제 속의 교회, 사회적 동요의 확산과 야당, MfS의 탄

압, 평화혁명(10쪽)

￭경제: 1960년대 경제적 안정화, 경제와 사회정책의 통일, 콤비나트 

건설, 소련과의 친선과 원조조약으로 소련에의 경제적 종속성 심화, 

외국의 신용지원, 국가파산위기, 1970~80년대 동독 경제성장률, 1980

년대 경제통계

￭사회: 여성 취업, 환경파괴, 청소년 인정행사(Jugendweihe)

￭일상: 사적 틈새공간으로의 탈출, 소비재 부족

TB9

￭정치: SED 창당, 동독 건국, 탈나치화, 동독헌법,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체제(2쪽), 투표방식, 대중조직, MfS(7쪽),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2

차 당대회(1952), 불만과 탈출, 1953.6.17 인민봉기, 베를린 장벽 건설, 

울브리히트 퇴진, 호네커 선출, 국내정치적 자유화, KSZE의 국내정치

에의 영향, 탄압대책 확대, 1980년대 중반 소련 개혁 정책의 영향, 동

독 헌법 1968, 1974, 동독의 민족담론, 탈출과 이주, 야당세력, SED 내

부의 개혁세력, 1989/90 혁명(10쪽)

￭경제: 계획경제(3쪽), 5개년 계획, 과학-기술혁명, 계획과 지도 새로

운 경제 시스템(1963), 경제와 사회정책의 통일,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문제

￭사회: 교육개혁(1965), 여성정책

￭일상: 틈새사회, 소비생활(4쪽), 여행, 여성의 삶(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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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역사적 성과와 사회적 업적 인정

TB1

◦1960년대 서독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한 결과 동유럽권 최고의 경제

력을 갖춘 국가가 됨. 여성 지원 정책과 교육정책의 현대성. 노동권 

보장(p.73); 생활수준과 스포츠의 성공으로 사회주의 모델국가로 자

부(p.100); 1970년대 경제와 사회정책 성과(p.102)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7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

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2
◦동독이 사회 정책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지불능

력 부족(p.270)

4) 역사적 성과와 사회적 업적 인정

동독인들은 전후 복구과정에서 서독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

공적으로 복구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어느 교과서도 이런 업적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에 따라서 동구 공산권 최고의 경제수준, 스

포츠에서의 성공, 사회정책에서의 성공, 여성정책의 성과, 교육정책의 

현대성, 노동권 보장, ‘1989/90 평화혁명’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성

과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한계도 지적하는 교과서도 있다(TB2, 3). “평화

혁명” 성취를 제외하고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TB5). 동독인들의 역사적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1989/90년의 ‘평화

혁명’을 이뤄낸 것이라 하겠다. 교과서들은 분량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

두 이 역사적 사실을―일부 예외가 있지만―1쪽 이상을 지면을 배당하

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동독인들의 중요한 역사적 

업적이라는 측면을 기술하는 교과서는 없다. 전부 ‘평화혁명’ 전개 과정

의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Ⅱ장 2절에서 우려했던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업적의 인정이 독재를 미화하거나 주변화하고 있

지 않나 하는 우려는 거둬들여도 될 것 같다.

 

<표 6> 역사적 성과와 사회적 업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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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의 평화혁명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3

◦동구권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했지만 공급 부족과 물건구입을 위한 

긴 대기줄이 함께 했고, 일부 여성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지만 동

시에 그 한계도 지적하고 있음(pp.414~415)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3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

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4
◦스포츠에서의 성공(pp.262~263)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서술하고 있지만, 분량이 많지 않음

TB5

◦동독의 국가적 업적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 서술 찾기 어려움.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3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

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6

◦공산권 두 번째의 경제 권력과 스포츠에서의 성공(p.448); 동독의 

생활수준은 공산국가 중 최고수준(p.450)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2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

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7

◦서독보다 나은 여성의 취업률과 고위직 비율 통계자료(p.548)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3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

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8

◦직업군별 여성 취업비율(p.141)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10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

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9

◦동독의 국가적 업적으로 인정할만한 내용 서술 찾기 어려움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10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

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4. 동·서독 비교

각 교과서들이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는 주제들과 어떤 관점에서 비교

하고 있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을 보면 비교하는 분

야는 주로 경제와 여성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다수의 교과서가 서독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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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동독과 서독 비교 주제와 관점

TB1

￭동독의 백과사전에 실린 서독과 동독에 대한 설명을 제시. 이를 토

대로 서독 건국에 대한 서술 내용의 타당성, 동독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설명. 제국주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어떤 의도에서 서독을 제

국주의로 규정하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설명,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동독의 존속을 보장하는 요소가 무엇인

지 설명하고 이것이 옳은 평가인지 토론하라는 과제 제시(p.106)

-동독이 서독과 동독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그런 시각

의 허구성을 알게 할 목적의 과제들

TB2

￭동독 당국이 공식적으로 체제대결을 선전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격차가 컸음.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서 일부지

역에서는 유해물질 오염이 서독의 10배 이상이라고 서술(p.270)

-환경보존 대책도 시급했지만, 재정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음. 동독이 

유일하게 앞선 분야는 환경오염과 중독이라고 비꼬듯이 서술(p.270)

TB3

￭직접적인 비교는 없음. 토론주제로 “서독과 동독의 여성상황이 어떤 

요소들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서술하라”, “여성의 동등권 측면에서 성

과와 제한점을 설명하라”,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여성의 상황이 어떻

의적인 자료나 진술을 하고 있는데, TB7과 8처럼 동독에 우호적인 자료

를 제시하고 비교하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교과서들도 있다. TB9는 소비

생활과 경제체제의 관련성을 성찰하게 하거나 소비영역의 차이를 통해 

양국의 소비생활의 특징을 파악하게 하는 좋은 비교 과제를 제시하고 있

다. TB1은 동독 자체 자료를 제시하고, 그 논리를 평가해보라는 토론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해석되지 않은 1차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동

독의 입장을 정리하고 평가하라는 접근 방식은 서독식 해석이 가미된 진

술보다 진일보한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TB2는 마치 비웃듯이 동독이 유

일하게 앞서는 분야는 환경오염과 중독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교과서

로는 부적절한 서술이라 하겠다. TB7은 소단원의 제목을 서독에 대해서

는 “행운의 민주주의”를, 동독에 대해서는 “독재의 좌절”이라 붙임으로써, 

서독이 체제대결에서 승리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표 7> 동독과 서독 비교 주제와 관점



내적통일 관점에서의 독일 통일 이후 중등 역사교과서의 동독사 서술에 대한 평가 ❙ 135

게 개선될 수 있는지 토론하라”라는 과제를 제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

에 관한 공식적인 진술을 비교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론하라는 과제 

제시(p.422)

￭양국 건국 이후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주로 1970년대 이후– 직면하

게 된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대비하여 서술. 서독에 대해서는 

정치적 참여, 테러리즘, 경제위기, 여성문제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pp.411~414). 이에 비해, 동독은 주민들의 낮은 체제수용성, “현

실 사회주의 사회”의 공식적 묘사와 실제와의 큰 간격을 언급하였으

며, 이를 선전, 교육, 대중조직 참여를 통해 해소하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여성정책도 일면 진보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 한계가 있었

다고 지적함. 또 MfS를 통한 주민 감시와 야당 억압에 따라 주민들은 

사적인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청소년들은 자체적인 하위문화를 

형성했다고 서술(pp.414~415)

TB4

￭특정 주제에 대해 동독과 서독을 직접 비교하는 내용은 없음. 단지 

중단원 개관 부분에서 서독과 동독은 각각 서방과 동방진영으로 통

합되었다고 서술하고, 서독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를 누리는데 비해, 

동독 사람들은 1989년 국경이 개방되기까지 철의 장막 뒤에서 살았다

고 기술(p.250)

TB5 ￭동·서독을 직접 비교하는 서술 없음.

TB6 ￭동·서독을 직접 비교하는 서술 없음.

TB7

￭1950년대 경제상황을 직접 비교. 동독은 경제상황 호전에도 불구하

고 서독의 50~75% 수준(p.538)

￭TV, 냉장고 등 생활가전제품 소유 비율 비교(p.542)

 -생활가전제품 소유 비율은 비슷하거나 동독이 오히려 더 나은 상태

인데, 서독은 1962년 동독은 1970년으로 비교 연도가 다름.

￭여성취업률과 자격획득 수준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여성의 

취업률과 직업적 상승 기회를 비교하라는 토론과제를 내고 있음(p.548).

 -여성취업률과 고위직의 여성비율이 동독에 유리한 자료들임.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동독이 진보적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과제임.

￭1949-1961은 분단이 심화되는 시기로 보고 “정치 갈등”, “경제 질서와 

경제발전”, “사회구조와 남녀관계”라는 소단원에서 각각 서독과 동독

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양국이 대비되도록 서

술하고 있음. 1961~1989년 체제대결 시기에는 서독과 동독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행운의 민주주의와 독재의 좌절이라는 

제목으로 체제대결의 승자가 서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리고 체

제경쟁에서 서독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고 기술하기도 함(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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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8

￭1980년대 경제상황 비교: 생산성, 임금, 연금, 주택건설(p.139)

 -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1985년 구매력 비교(p.140)

 -식료품의 일부와 서비스, 주택은 동독이 구매에 필요한 시간이 짧

으며, 산업생산품에 대해서는 서독인들의 구매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

는 자료

￭각종 직업군에서의 여성 비율(p.141)

 -동독이 서독에 비해 우월한 자료

TB9

￭양국 소비세계를 자료를 기초로 경제체제가 양국의 소비욕구가 어

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설명하는 질문과 양국 소비사회를 각인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질문 제시(p.393)

 -양국 소비세계의 차이를 경제체제와 관련시켜 이해하게 하는 질문

￭자동차, 냉장고 등 내구성 있는 소비재 소유 비율(p.396)

 -서독 우위의 소비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자료

￭동독과 서독의 소비영역의 비율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p.396)

 -서독은 집세에, 동독은 식료품비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소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로서 양국의 소비생활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여성정책과 여성의 삶 비교: 여성정책과 삶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

고, 양국 여성의 삶이 정치ㆍ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양국 여성의 생애와 내적태도의 공통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지 비교하라는 과제 제시(p.403)

 -양국 여성의 삶의 차이와 공통점을 이해하게 하는 질문

5. 동·서독사 서술 분량

분석한 교과서들의 동독사와 서독사에 대한 서술 분량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공동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분단 

이전의 시기와 독일 통일 과정과 이후의 역사를, 동ㆍ서독 상호관계사는 

양국의 대립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서술을 뜻한다. 서독사는 분단 이전 

서방국가 점령시기와 서독 건국이후부터 통일 이전까지를, 동독사는 소

련군 점령시기부터 동독건국, 그리고 이후 ‘1989/90 평화혁명’시기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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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공동의 역사 서독사 동독사
동ㆍ서독 

상호관계사
TB1 22 41 56 2

TB2 18 11 7 3

TB3 22 26 20 7

TB4 12 9 8 1

TB5 23 18 24 2

TB6 28 27 27 2

TB7 18 27 27 4

TB8 60 59 51 2

TB9 51 45 50 8

<표 8> 동독과 서독사 서술 분량

(단위: 쪽)

<표 8>을 보면 교과서마다 1945년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분량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적은 교과서는 TB4로 총 30장, 가장 많은 교

과서는 TB8로 170장에 달한다. 이 중 서독사를 더 많이 다루는 교과서는 

4권(TB2, 3, 4, 8)이다. 반대로 동독사를 더 많이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3권(TB1, 5, 9)이다. 양국의 역사를 거의 비슷하게 설명하는 교과서도 2권

(TB6, 7)이 있다. TB1은 동독사를 서독사에 비해 15장 정도 더 많이 다루

고 있고, 반대로 TB8은 동독사에 비해 서독사를 8장 정도 더 많이 서술

하고 있다. 나머지 서술 분량 차이가 있는 교과서들은 1장(TB4)부터 6장

(TB3, 5) 정도이다. 이를 보면 서독사만 일방적으로 많이 다루고 동독사

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138 ❙ 통일과 평화(5집 2호·2013)

IV. 내적통일 관점에서 본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 평가

9권의 교과서 분석 결과 동-서 갈등이라는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영

향은 모든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다. 동·서독의 대립, 교류와 협력에 대

해서는 모든 교과서들이, 양국 관계가 동독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는 1권을 제외하고 모두 다루고 있다. 분단사에서 동독사는 서독사와 거

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동독사와 서독사를 분리해서 서술하는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양국은 서로 다른 발전과정을 추구한 다른 나라라

는 인식을 하고 있다. 동독사는 시기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

다. 대부분 동독은 출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독재국가였

고, 그래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식을 바탕에 깔고 동독사를 서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서술 내용을 보면 정치영역에 대한 서술이 압

도적이고, 정치구조, 1953.6.17. 인민봉기, 베를린 장벽 건설, 국가안전부

(MfS), ‘1989/90 평화혁명’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1989/90 평화혁명’에 

대해서는 수 쪽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 동독의 역사

적 성과와 업적에 대한 인정에 인색하며, 양국의 비교는 경제와 여성문

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다수가 서독에 호의적인 자료나 진술들이다. 서

술 분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독을 많이 서술하거나 동독을 더 많이 

서술하는 교과서들이 있었지만, 동독이나 서독사의 한쪽만 일방적으로 

많이 서술하는 교과서는 없다.

내적통일의 관점에서 이러한 교과서들을 평가해보면 아직 많은 부분

이 부족해 보인다. 패전 이후의 분단의 역사를 전체 독일사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길을 가다가 한쪽은 성공하고 다

른 한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로 바라보고 있다. 명시적으로 기

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독은 탄생되어서는 안 되었던,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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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독재국가라는 느낌을 준다. 거대자본과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대

안으로 사회주의를 택한 사람들이 나치독일과는 다른 사회를 건설하려

다가 실패한 시도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독이 사

회주의통일당(SED)이 권력을 독점한 사회주의 독재국가였다는 사실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여러 교과서들이 동독사를 시기 구분 없이 몇 가지 주요 특징으로 설

명하려 한 것은 모든 것을 당이 장악하고 있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동독이 생각보다 다면적이었

다는 통일 이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 영역에 교과서 서술

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 

보이는 독재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나, 공식사회 이외에 제2의 사회

가 존재했고 그곳에 동독인들의 연대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연구결

과 역시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동독이 민주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고, 비효율

적인 계획경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 권의 교과서는 명시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동독사회의 성과와 업적을 인정하는 데에 인색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40여 년을 존속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

어야 한다. 일부 교과서에 따르면 그것이 소련이라는 거대 권력의 지원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다수 주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체제가 40여 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외부의 강력한 세력의 지원 때문이었고, 

그 세력의 지지가 사라지는 순간 동독 사회주의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

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사회 체제에 충실하면서 나름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수많은 동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통일

독일의 연방의회 의장이었던 볼프강 티어제(Wolfgang Thierse)는 1998년 

10월 의회개막연설에서 잘못된 체제 속의 올바른 삶이 존재했고 실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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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그 속에 살았던, 그리고 모두가 실패한 것은 아니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9) 동독인들을 배제한 방식으로 

동독사를 이해하는 한 동독사회를 살았던 동독인들의 소외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내적통일 문제 해결은 동독 사회의 체험을 갖지 못한 세대

가 압도적인 다수가 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V. 맺음말

독일 통일은 정치적·경제적 통합은 성공적으로 이뤄낸 데 비해 사

회·심리적 통합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적

통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적통일 과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동

독사에 대한 이해문제이다. 본 논문은 내적통일 관점에서 학교 역사 교

육의 동독사 이해교육을 평가하고자 했다.

교과서 분석 결과 동독사를 서독사의 부속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

고, 양국에 대한 서술 분량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도 없었

다. 그러나 독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독재체제 안에서도 

연대의식을 갖고 나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동독을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라는 관점에서 서술하는 

경향이 강했고, 동독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역사적 업적이나 성과에 대

한 인정도 소극적이었다. 이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많은 동독인들의 삶을 소외시키는 접근방법이다. 무엇이 40여 년의 

일당독재를 가능하게 했고, 그 속에서 동독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자 했

는지가 드러나는 동독사 서술이 될 때 내적통일은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29) Fritz Vilmar Hg., Zehn Jahre Vereinigungspolitik. Kritische Bilanz und humane 

Alternativen, (Berlin: Trafo, 2000),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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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는 한국 통일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

우선 세습적 독재체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하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에서는 자신이 그런 체

제에 살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고민하고 토론하게 해야 한다. 

한국의 통일교육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남북한이 통일을 

성취했을 때, 독일처럼 내적통일 문제로 고심하는 상황을 반복할 가능성

이 매우 크다. 우리가 타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줄이고

자 하는 것 아니겠는가?

둘째, 한국의 통일교육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통일교육

은 잘못된 체제에서의 삶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서술하거나 그런 인식을 

갖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검토해야 한다. 즉 북한식 개인숭배와 일당독

재체제하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체제 자체와 동일시하고 있지 않은

가 주의해야 한다. 체제와 삶을 전혀 별개로 이해하는 관점도 문제가 있

지만, 체제와 삶을 동일시하는 시각도 북한인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

는 견해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함께 성

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해방 이후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역사를 어떻게 이

해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할 수 있다면 최소

한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이해

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분단사 전체에 대한 범사

회적인 토론을 전개하고 합의된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통일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대로를 

통일교육에 소개해서 학생들이든 성인학습자든 토론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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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education about history of East Germany in the 

perspective of inner unity after unification of Germany 

Kim, Sang-Mu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Abstract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aspects, the unification of Germany is 

evaluated as successful.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and mental 

integrations have not been enough fulfilled. Therefore, the problem of inner 

unity has been occurred.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inner unity is how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East Germany.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education about history of East Germany in the perspective of inner unity. 

At first, the discussions in history and other related majors on the history of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of Germany are summarized. On the basis of 

it, the analysis methods of textbooks are suggested. Then, nine textbooks 

for Gymnasium are analysed and its result is evaluated in the perspective of 

inner un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analysed 

textbooks is not sufficient to contribute to the inner unity of Germany.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e limitage of dictatorship and the life of people who 

lived in the society of dictatorship with each other in the spirit of coalition. 

They have strong tendencies to describe the history of East Germany from 

the viewpoint of collapsing inevitably. They are also passive to recog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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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무(Kim, Sang-Mu)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직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학교통일교육 인식론: 분석과 제언, 진보의 다문화 읽기(공저), 

주요 선진국의 대학 발전 동향. 이론과 실제(공저), 현대교육철학의 다양한 흐름II(공역

서) 등이 있으며,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the historical achievments and results of East Germany. This is a approach 

method to neglect the people who pursuited the meaning of life in the such 

a sociey of dictatorship.

Key Words: unification of Germany, inner unity, history of East Gerrmany, 

history education, history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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