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윤

남

희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
계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의 단계에 따라 분석
단계에서는 우선 통일교육지침서와 통일교육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중
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를 도출하였다. 내용 체계 선정은 북
한이탈주민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 요소를 준거로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분류하여 재구성하였다. 설계 및 개발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중학교 가
정교과 통일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하여 8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학생 활동지
를 개발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개발된 자료들에 대해 2차례에 걸친 전
문가 집단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발안을 마
련하였다.
위의 연구 과정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목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
로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며, 통일사
회에서의 발생 가능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건
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
해 통일교육지침서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통일교육 목표와 방향, 제언
들을 귀납적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공통된 개념으로 범주화시켰으며,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남북한 생활문화 차이 존중 및 공동체 가치 발
견, 통일사회의 갈등 해결, 통일공동체 형성의 4가지 핵심개념을 도출하
여 반영하였다.
둘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는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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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핵심주제로 선정하고 내용 요소들은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남북한 소비생활환경의 이해, 남북한 생활
문화 관련 언어, 북한 음식을 포함한 지역별의 식생활 문화의 다양성 유
지, 사회적 규범과 옷차림, 올바른 주거가치관과 공동주거생활 예절의 6
가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앞서 도출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
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를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미국 위스콘
신 주에서 개발한 교사용 지도서의 실천적 추론 과정을 참고하여 총 8차
시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35개의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행동의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
성을 위한 실천하기의 4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모둠별 협동학습, 토의․
토론활동, 시청각자료활용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이같은 결과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를 교과 내용으로 삼고
있는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
이었다. 대부분의 연구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이나 북한의 언어, 교육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중학교 가정교과와 연계하여 남한의 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와 내용 체계
도출, 교수․학습 과정안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에 본 연구는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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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일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문화의 반성적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 인식까지만 이루어지는 활동에
그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생
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고, 행동과 관련한 파급효
과까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강조하였다. 특히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행동을 실
천하도록 이끌어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가정교과와 통일교육은 서로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와 내용이 부합하고 있으며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문가 평가에서도 가정과 교사들에게 나타
난 공통적인 결과이기도 하며, 가정과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이 가정교과
에서도 충분히 적용 및 실시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이 학교 현장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은 중학교 가정
교과에서 추구하는 내용 및 목표와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 통일교육 목표 및 내용의 가정교과와의 관련성,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전문
가 평가에 참여한 가정교과 교사들은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낯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관
련한 가정교과의 지속적인 연구,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수,
그리고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등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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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 시수 확보가 필요하다. 실
제 학교 현장에서는 주요 교과목 중심의 수업, 자유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으로 인하여 가정교과 본연의 사명을 달성하기에도 수업시수가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교육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
은 통일교육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
교과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추
가적인 수업 시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입한 실
천적 추론 수업, 학생 참여 활동 중심 수업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수업
시수는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교육과정 개발 시 총론 팀 등 정책 개발에 영향을 주는 기관
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정교과 통일교육 자료를 홍보함으로써,
가정교과가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
과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정과 교사는 물론 통일교육 관
련 교사 및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첫째, 본 연구는 전문가 평가
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 및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북한의 생활문화 이해를 위한 자료수집에
있어 문헌 분석에 기초함으로써 최신 자료의 수집 및 출처별로 상이한
내용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
한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집단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평가 및 검증을 위해서는 교육 내용 구성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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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6년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최근 현황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
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는 2만 9천여 명에 달한다1).
남북한 대립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함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 이후 출생인구 비
율이 남한 91.3%, 북한 93.6%2)에 달하는 등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서
로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생활양식으로 살아왔다. 이는 최근의 젊은 세
대들이 통일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거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과거와는 다른 통일인식의 변화로도 나타나
고 있다(이병수, 2010).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맞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통일교
육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이란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 및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을 말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
일교육, 통일대비 교육정책 수립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통
해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 교육 역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
되고 있다. 특히 미래의 통일 주역이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
육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을 맞이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통일 정책으
로 여겨졌으며 통일 전부터 최소 20여 년간 청소년에 중점을 둔 교류․
1) 통일부 홈페이지-알림마당-북한이탈주민정책-현황-최근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2) 2013년 기준. 분단 이후 출생 인구는 1946년 이후 출생자를 의미하며, 비율은 총인구
대비임.(통계청(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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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이루어졌다(조빛차, 2014).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도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통일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관
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침서」,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
해」 등과 같은 통일교육 관련 문헌을 발간하고 있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장시간동안 정반대의 정치경제적 체제 속에서 살
아 왔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문화 및 생활 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이질감이 통일 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전우택, 1997).
따라서 오늘날의 통일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전체사회 안의 다양
한 하위문화 간의 실질적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이
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비롯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임채완, 정소영, 2014). 이를 위해 통일교육은 체제 이념
적 접근이 아닌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건,
2010; 송수희, 2003; 조은우, 2006; 추병완, 2000;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가정교과3)는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고
등 사고 능력 함양과 자기 주도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지
녔으며(교육부, 2015), 생활교과로서 의․식․주․가족․소비생활 영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책무를 지니
는 교과이다(정미경, 황희경, 2007). 따라서 가정교과는 생활문제를 중심
으로 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교과이며, 이는 중학생
통일교육 인식 조사에서도 통일수업을 가장 원하는 교과로도 나타났다
(조빛차, 2014).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
실과에서는 교과 내 각 영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진 반면(이수정, 2005; 정미경, 2008; 정미경, 김유
3) 중학교 기술․가정과의 가정 분야를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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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7; 정미경, 황희경, 2007), 중학교 가정교과에서는 교과서의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교수 학습 방안 제시가 한 차례 이루어진 것
이 전부이다(윤현숙, 2003). 최근에서야 남북한 용어 비교 분석(이연숙
외, 2016; 임정하 외, 2016)이나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가정생활 프로
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이윤정 외, 2016)가 진행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우
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수업 관련 연구로 보기는 어
렵다. 이처럼 가정교과와 관련하여 통일 관련 연구가 부족한 이유로는
가정 교과서에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
정교과 연구자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통일교육 전문가들의 가
정교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정미경, 황희경,
2007).
따라서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가정교과
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발은 중요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내용 체계를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가정교과의 통일교육 목표를
선정하고 내용 체계를 마련하며 이에 관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
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
이와 그로 인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한 판단과 행동하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서 학생들이 통일에 적
극적으로 준비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교과
에서의 통일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마련한 다음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가정교과는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술․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중학교의 기술․가정에서도 가정 분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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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과라 칭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하여 일차적으로 도출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교과의 통일교육 목표를 선정한다.
둘째, 중학교 가정교과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한다.
셋째, 중학교 가정교과의 통일교육 교수 학습 방법을 선정하고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 준비를 위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모색과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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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통일교육의 개념과 목표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침서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
원, 2016). 특히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
른 통일의식 함양과 객관적으로 통일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의지와 역량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지도방향과 주안점을 정리하면 <표Ⅱ-1>과 같
다.

<표Ⅱ-1> 통일교육지침서의 통일교육 주안점 및 지도방향
통일교육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
통일준비 역량 강화 - 사회문화적 측면의 통합 고려, 통일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
는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
민주시민의식 함양 - 민주적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
민족공동체 형성 노력 - 더불어 사는 민족의 대상으로 북한 주민 인식, 타 민족
과 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 함양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중학교 지도방향
논리적, 체계적 사고가 가능하고 자아개념 발달과 같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생활 속 구체적 예를 통해 통일문제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임을
이해한다.
도덕 교과


나와 가족, 사회에 미치
는 분단의 구체적 영향

사회 교과


(일반사회영역) 장기화
된 분단의 현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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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
한 남북한 언어의 이





및 통일의 실용적 이익
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
인식
남북한 삶의 모습 및 가
치관, 인권 등을 통한 이
질성에 대한 인식과 함
께 민족의 동질성 이해
통일 후 문제에 대한 극
복 자세 및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함양





통일 필요성의 인식 및
분단 극복 방안의 탐구
(역사영역) 대한민국 정
부의 수립과정 및 경제
성장,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
해
(지리영역) 북한의 지리
적 의미와 특성, 우리 국
토의 위치적 주요성 이
해를 바탕으로 통일의
당위성 인식

질화 극복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pp.6-11, pp.18-24)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
가 재구성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관, 안보관, 북한관의 통일교육의 세 가지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의 통합을 고려하고 북한 주
민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교에서의 지도방향과 함
께 교과의 특성에 맞추어 통일교육의 지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 관련 교과로는 도덕, 사회, 국어교과에 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010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제시한 국어, 도덕, 사회, 음악, 미술,
체육교과보다 더 축소된 것이다. 때문에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주로 사
회․도덕과에 편중되어 있으며(교육부․통일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2014; 조빛차, 2014), 이는 통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중 범교과학습의
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과도 맞
지 않는다. 또한 통일교육은 특정 교과가 아닌 모든 교과에 걸쳐서 다루
어져야 한다는 선행 연구들(김건, 2010; 송수희, 2003; 조빛차, 2014; 조은
우, 2006)의 제언과도 맞지 않는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의 지도방향과 함께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6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표Ⅱ-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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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구성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통일 환경
이해
통일 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민족적-국제적 성격의 통일문제
분단의 배경과 폐해
대한민국 발전으로 강화된 통일 역량
민족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의 필요성
통일 비용과 편익
평화적 방식의 통일 구상
자유민주 복지국가가 구현된 통일한국의 미래상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 정치와 외교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
북한의 사회주의와 시장화의 이중 경제 체제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 문화, 인권
국제정세의 다차원적 변화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단계적․점진적․평화적 통일 추구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 역량 강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 존중 및 갈등 해결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함
양
튼튼한 국가 안보의식과 역량 갖추기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의 지속 및 확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 확보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pp.26-70)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특히 통일을 위한 과제에서 ‘통일한국으로의 출발점은 사회 구성원 간
에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
는 민주주의의 실천으로부터 비롯되며(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68)’,
‘북한 동포의 이질성을 감싸 안으려는 자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민
주시민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다. 또한 북한 동포의 행복을 인간으
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통일
부 통일교육원, 2016, p.68)’와 같은 이질성에 대한 이해 및 존중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회문화적 측면의 통합이 중요함에 따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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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학
교에서는 실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 사고를
통해 통일교육을 지도하도록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 내
용에 있어서도 통일문제, 북한이해, 통일 환경, 통일정책 등의 다각적 측
면을 통해 통일을 둘러싼 배경 이해를 통해 남북한의 이질성을 객관적으
로 인식하고 이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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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교육에서의 통일교육
1) 일반교과에서의 통일교육
오늘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중요하며 특히 통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통일 실천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학교 교육은 그
역할이 크다(이황규, 2004). 학교교육 중 일반교과와 관련하여 통일교육
연구들은 주로 도덕․사회 교과와 국어교과에서 이루어졌기에 이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도덕교과에서 구복실(2006)은 안보 중심의 소극적 통일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갖게 만들었음을 지적하고, 다문
화교육 접근을 위한 도덕과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방법을 재구성
하여 제시하였다. 통일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갈등 해결, 남북한 문화의 객관적 이
해․존중을 통한 공동의 가치 탐색, 배려․상호존중․협력의 실천 태도,
다양성 인정․인간존중․관용의 태도, 긍정적 공동체 의식 형성 위한 능
동적 태도의 6가지 도덕과 통일교육의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6
개의 수업 사례안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수업 내용으로는 남북한
생활의 차이는 단지 다름이며 북한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인식하고 차
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을 통해 학생들이 다름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
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고 있다. 또한 만화, 그림, 인터넷 자료, 퍼즐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연구자
는 이러한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
를 기를 수 있으며, 남북한 간의 문화적 충격을 감소시키고 협력과 존중
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연구의 의의로 내세웠다.
김영하(2011)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통일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될 문제점을 예측 가능하게 해줌과 동시에 북한의 일상생활

- 9 -

에 대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통일의 선도자로 보
았다. 북한의 객관적 이해, 남북한 이질성, 건전한 대북관 정립, 통일 의
지 제고를 수업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
학교․문화생활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4차시의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
다. 도덕과 교사와 북한이탈주민을 팀티칭으로 구성한 뒤 중학교 2학년
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
민을 통한 통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학생들은 북
한 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형태
의 수업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인식과 북
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
의하여 수업에 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나영(2014) 역시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주입식 교육은 오히려 학생들
이 통일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지금의
통일교육 내용은 추상적이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업자
료로 활용하는 인물탐구 수업모형을 적용한 도덕 교과의 통일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직접 학교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활용 가능성과 의의 및
한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 및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통일 이해, 대화와 소통을
통한 지식의 확장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수업 내용으로는 탈북 과정의
어려움, 남한 사회의 적응 시 겪는 어려움, 북한의 가정과 학교 생활상
이해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4
차시에 걸쳐 수업 적용 및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업 결과 학생
들은 통일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러한 모습이 실제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인지는 명확
하지 않으며 동정에서 비롯한 공감일 경우에는 오히려 편견을 양산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도덕과에서는 주로 기존의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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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구성하거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어교과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미영(2010)은 다문화교육
접근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통일교육으로 남한 청소년의 북한에 대
한 편견 감소와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갈등을 줄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그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역사적․문화적 상황의 이해, 남북한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이해, 문화의 다양성 인정 및 통일 대비 문화적 다양
성 수용, 북한이탈주민 포용 및 편견 극복과 평등 사회, 올바른 통일관점
과 평화적 관계를 교육목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국어교
과서에서 통일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분단 시대의 사
회 역사적 상황 파악하는 수업과 함께 남북한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남
북한 경제적 교류,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편견 없애기, 우리 사회의 차
별과 불평등 인식의 내용으로 13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여 실시한 뒤 사전
-사후 설문조사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문학 작품 활용뿐만 아
니라 게임, 모의재판, 북한이탈청소년 강사, 토의토론 등 다양한 등의 교
수․학습 방법을 통해 수업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남북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함께 더불어 살
기 위한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학
생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질감은 통일 후에도 가치관의 혼란을 가
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교과에서도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고정희 외(2015)는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
의 개발 및 적용․평가를 연구의 주안점으로 삼고 국어교육 통합 시 발
생하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국어
교육 체계와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의 수업
참관을 바탕으로 남북한 학습자의 민족 동질성 회복 및 언어 문화적 차
이 이해, 북한 학습자의 기초 문식성 획득을 목표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
였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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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한 학생 및 북한이탈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교육적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학습자는 공통적으로 언
어의 차이는 쉽게 인식하였으나 차이의 원인이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이
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언어와
관련된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나 교육이 필요하며, 남북한의 차이
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보거나 차이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교
육 역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어과에서는 학생들의 남북한 차이를 인식하고 이질감을 극
복하기 위한 통일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 및 국어교과의 통일교육 연구들을 통해 남북한과의 차이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을 위한 교육 활동에서 단순히 남북한의 차이를 이해하는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실제 행동 및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보다 이
질감이나 북한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드러냈
다. 따라서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교육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문화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해보는 교육이
필요함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통일교
육의 흥미를 높이거나 북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효과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은 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2)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가정은 인간 삶의 가장 기초적인 터전이며 정신적․물질적 문화가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으로 가정에서의 삶은 곧 그 사회문화의 총체이
며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정교과는 본질적으로 문화를 교
육하는 교과이자 가족문화를 전승하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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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송진숙, 2010). 또한 가정교과는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서 발생하
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현명한 생활인을 양성하는 문화교육이다(한시연,
이정덕, 1998). 따라서 가정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민족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두고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과 함께 그 사회의 문
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존중하는 태
도를 습득할 수 있다(송진숙, 2010).
가정교과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비판
적으로 성찰하는 실천 교과 성격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고등 사고 능력의 함양과 자기 주도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교육부, 2015). 이는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 속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일부의 통일교육 지도방향
과도 부합한다. 즉, 남북한의 일상의 삶을 통해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내
재된 가치관을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등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가능한 교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가정교
과에서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윤현숙(2003)은 실제 학교 통일교육이 도덕이나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 교과에 걸친 통일교육 확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인간 생활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가정
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
정 영역에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학생들의 생활시간과 여가 활동 비교, 남북한의 의생활 문화 비교를 주
제로 총 2차시의 중학교 2학년 대상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학교교육은 국민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교과교
육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한 교과서의 내용에 시대적 상황과 맞는 주제를 접목하여 다양한 방법으
로 지도한다면 통일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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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실과 교과에서의 통일교육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수정
(2005)은 통일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에 통일교육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은 학생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생활적 경험에서
부터 교육의 소재를 찾는 실과 교과는 타 교과와는 차별된 통일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초등 실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방향
을 정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여 실과 교과의 통일 대비 기초 자
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통합 지향의
교육목표를 도출한 뒤 7차 실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사회와 생활상을 이
해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생활문화를 소재로 한 통일교육
은 남북한의 동질성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실과 5-6학년의 교과서 내
용 요소와 일상 생활적 경험에서 교육의 소재를 찾아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영역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토론 및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초등 실과에서의 통일교육 접근
모형’을 구상하였다. 연구자는 실과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적이고 생
활문화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활동중심적인 교수․학습을 활용한 통일교
육은 그 효과성이 높다고 보았다.
정미경과 황희경(2007), 정미경(2008), 정미경과 김유정(2008)은 실과교
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 분석
을 통해 실과교과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큰 틀과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
고는 있으나 타 교과에 비해 피상적이거나 수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수
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점을 찾아내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준의 통일
교육 목표에 맞추어 실과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실제적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하였다. 연구자들은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논
문, 단행본, 통일부의 통일교육 관련 발간물, 북한 소학교 교과서, 북한
정보 관한 웹사이트, 인터넷 신문기사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의 생
활문화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및 탐구를 통한 남북한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교육목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북
한의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와 비교해보는 수업 내용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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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다양한 매체 활용 및 토론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교과의 통일교육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교과에 비해
가정교과의 성격을 잘 드러낸 생활문화적 소재를 기반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북한의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우
리의 생활문화와 비교해보는 활동에 그치고 있었으며, 이는 일반교과의
통일교육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단순한 차이 이해교육은 오히려
이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초적인 내용 체계 연구와 생활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교수 학습
과정안이 개발된 초등학교의 실과교과에 비하여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중학교 가정교과가 담당
할 역할을 생활문화 내용을 기초로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 이해와
우리 문화에 대한 반성적 사고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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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교육에 대한 생활문화적 접근
세계가 하나의 생활문화권을 형성한 현대사회의 흐름과 변화는 한반
도의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민족의 동질성이
나 일체감만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은 상당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
다(임채완, 정소영, 2014). 사회구성원의 변화와 글로벌 다문화와 같은 사
회 현상은 통일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이수정, 2005). 따라서 오늘날의 통일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하고 보장함으로써 전체사회 안의 다양한 하위문화 간의 실질적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
에서 비롯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임채완,
정소영, 2014).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능동적이고 비판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학교 통일교
육은 학생들의 가치나 편견에 대한 인식,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문화
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세계관 존중 및 공감 등의 경험을 쌓
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추병완, 2014). 즉, 오늘날 이질화
가 심화된 남북한 사람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 충격을 완화하고 서
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등 통일교육에도 다문화적 접근이 필요하
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관심이 높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오
기성, 2008). 생활문화는 사회의 생활세계의 구성으로 여기에는 사회구성
원들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언어, 의식주, 소비, 사회 및 정치 등의 모
든 생활양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일교육의 생활문화적 접근을 통해
남북한의 생활문화의 동질성 추구와 더불어 차이에 대한 배려까지 접근
할 수 있다(강봉수, 2007).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해 배우는 것은
남북한의 생활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정서적 교감의 기
회이며 이를 통해 남북 소통의 활로를 열 수 있다(오기성, 2016).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이해는 북한사회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남한 적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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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을 통해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문제들을 예측하여 원만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이기춘, 나종연, 2007).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에서 겪는 부적
응 문제는 단순히 낯선 환경 속에서 겪는 심리적 부적응을 넘어 남한 사
회의 구조적 모순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
의 편견과 낙인찍기 태도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만
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통일교육의 교육 내용 속에 북한
이탈 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황정숙, 2009).
이윤정 외(2016)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사
회, 문화, 언어 등 생활 전반에서 겪는 이질감으로 인한 혼란으로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의 적응과 가정생활 역량 강
화를 위한 가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가족생활 영역에서는 성역할 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문제, 의생
활 영역에서는 옷차림과 의복의 관리 방법 및 명칭과 관련한 외래어 사
용의 어려움, 식생활 영역에서는 식생활 문제점 이해 및 올바른 식생활
과 영양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주생활 영역에서는 다양한
주거유형 및 공동주택의 주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소비생활 영역
에서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사결정 및 소비자로서의 역할 수행
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10차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비생활과 식생활 영
역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비생활 영역에서의 어려
움은 식품의 선택, 의복의 선택과 관리 등 다른 생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심층 면접을 통해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
을 주제로 한 연구와 문헌(이기춘 외, 1997, 1998; 이기춘 외, 2001)에서
도 생활문화는 사회의 사고방식과 집단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공동체의 개성으로 사회체제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 제도
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보았다. 이 중 이기춘 외(2001)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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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살펴보면 <그림Ⅱ-1>과 같다.

사고방식
물질주의
집합주의
가족주의

사회경제적
상황
생활
문화

분단

수용

통합

생활양식
가족생활
아동생활
소비생활
시간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체제)
이념

<그림Ⅱ-1>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연구모형
출처 : 이기춘 외(2001, p.30)

연구자들은 가정생활문화는 다양한 영향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생활문
화의 핵심이자 남북한의 동질적 요소가 많은 부분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도 남북한은 상이한 경제체제 속에서 오랜 시간 지내왔으며 소비생활을
통해 생활문화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므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
고 있다고 보았다(나종연, 배순영, 2015; 이기춘 외, 2001).
다양한 생활문화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배순영
과 손정원(2014)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겪을 소비자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대비 소비자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방향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비자
교육 목표를 분석하여 통일대비 소비자교육을 ‘통일사회를 대비하고 완
성시키는 데 요구되는 소비자역할을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관 및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통일 사회에서의 소비자권리 보호 지식과 이해 함양, 소비생활기술과 선
택역량 배양, 공익 참여 태도 및 가치관 형성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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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단의 장기화로 인하여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형
성된 이질감은 다문화, 다민족 이해에 못지않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
기에 ‘이웃과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가치창출과 관련한 소비자교
육’을 통해 공동체적 소비 가치와 태도 형성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함께 통일 소비자교육 내
용 체계안을 마련하고 소비자교육의 대상 유형에 따라 세부 목표와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남한의 중등학교 교육에서는 북한과 북한주민,
다문화 등 타 소비문화 및 생활에의 이해, 통일전후 발생할 수 있는 소
비자문제 이해, 타인 배려하는 소비, 소비와 환경생각과 같은 내용의 교
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소비생활 정착과정을 살펴본 손상희(2013)의 연구
에서도 소비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이 자신감과 효능감을 향상으로 이어지
며 이는 삶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사회의 성공적인 소비자이면서 안정적
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역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문화 속에서의 역량 향상을 통해 무력감에서 벗어나 긍
정적인 태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심리적 측면의 적응도 강조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 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문화와 관련
하여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
요한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표Ⅱ-3>과 같다.

<표Ⅱ-3>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생활문화

소비생활문화

식생활문화

필요한 교육 내용






다양한 상품의 종류와 외래어를 중심으로 한 관련 용어 교육
다양한 소비자 시장의 종류와 거래방식에 대한 교육
소비자 정보와 광고 이해 교육
재무 및 신용관리 교육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환경 및 소비생활에 대한 재사회화



식생활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외래어 및 식생활 관련 용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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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식생활과 영양소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가치관 교육
식품 선택과 정보 이해 교육
북한 음식을 포함한 지역별의 식생활 문화의 다양성 유지 교육

의생활문화






외래어 및 의생활 관련 용어 교육
알맞은 옷차림을 위한 사회적 규범 습득
의복 구매, 의복 정보 관련 지식 교육
세탁기호 등 의복 관리 관련 지식과 방법 교육

주생활문화








외래어 및 주생활 관련 용어 교육
다양한 주거유형의 이해 교육
주택 마련 자금 교육
주거설비, 가전제품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주거안전교육
올바른 주거가치관과 공동주거생활 문화 교육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분리수거 등의 생활교육

출처 : 배순영과 손정원(2014), 손상희(2013), 손상희 외(2012), 이기춘 외
(2001), 이기춘과 나종연(2007), 이윤정 외(2016)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이와 같이 통일과 관련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생활문화
는 남북한의 동질적 요소가 많으면서도 다양한 영향을 총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질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
북한은 서로 다른 경제 체제로부터 기인한 소비문화, 소비환경의 차이는
의․식․주와 같은 다른 생활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함
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남한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도 관련되
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역시 통일교육의 내용 요소로 필
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성
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소비생활환경을 포함하여 북한
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같은
내용 요소들을 보완하여 구성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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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교육과 교수․학습 방법
통일은 사회 모든 부문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사람들은 적응하
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언어습관과 생활관
습 등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 인해 서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
에 맞닥뜨리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
한 통일교육의 목표는 서로 같고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서 새롭게 함께 나아가는 일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강기성, 2002; 정진경, 1998). 따라서 통일교육은 문제 상황의 배경과 맥
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나와 타인 모두
에게 도덕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가정교과의 실천적 추론 과정과도 그 흐름이 일치한다.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부터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실천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교육
과학기술부, 2008, p.217),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개인과 가정생활의 문
제해결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 기능, 가치 판단력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문제가 일어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
하여 학습자가 행동 했을 때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봄으
로써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
도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p.258).’고 실천적 추론 과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 단계의 측
면에서 실천적 추론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본 뒤, 수업 방법의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천적 추론 과정(practical reasoning)
실천적 추론 과정이란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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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숙련된 지적․사회적 탐구 과정(Reid, 1979)’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태명과 이수희(2010)에 따르면 실천적 추론이란 비구조화된 실천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문제 해결 시 필요
한 지식이나 원리뿐만 아니라 가치, 문화, 역사와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
하여 도덕적으로 가장 최선의 행동에 이르게끔 하는 추론 과정을 말한
다. 이러한 실천적 추론 과정의 중심에는 항구적 본질을 가진 ‘실천적 문
제’가 있다. 실천적 문제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과 관련 있는 문제로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경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 살펴
보고, 반성적 사고와 판단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법을 위한 행동을 추론
함으로써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실천적 문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심이 되며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사고와 판단, 행동과 반성의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실천적 추론 과정
이라 한다.
Brown과 Paolucci(1979)은 이러한 실천적 추론 과정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과 교육에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Habermas의 세 행동
체계에 기초하여 가정생활을 바라보고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함을 주장하
였다. Habermas(1971)는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으로 발달시키기 위
해서는 세 행동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중시하는 기술적 행동 체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
통을 통한 서로의 이해를 중시하는 의사소통적 행동 체계, 사회의 지배
적 인식이나 편견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반사숙고적 행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실천적 추론 과정의 각 단계는 Brown과 Paolucci(1979)의 연구를 가
장 기본적인 틀로 하여 문헌마다 다른 용어와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스콘신 주에서 제시한 실천적 추론 단계를 적용하여 교
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위스콘신 주는 반사숙고적 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실천적 추론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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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문제 인식하기
⇩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정보 해석하기
⇩
문제로 인한 결과 예측하기
⇩
가치를 둔 목표 선정과 대안적 방법 제시하기
⇩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평가하기

<그림Ⅱ-2> 위스콘신 주 교육과정의 실천적 추론 과정
출처 : A Teacher's guide: Family, Food and Society(1996, pp.32-34)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① 실천적 문제 인식하기
현재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상태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
을 통해 실천적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통해 실천적 문제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며 복
잡성들 띄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정보 해석하기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등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문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의 발생과 유지, 강화와 관련된 것들을 이해
하는 단계이다. 문제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추구하는 가치나 문화 등에 어떠한 갈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다루는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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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제로 인한 결과 예측하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나와 가족, 사회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단계이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 장단기적으
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
수적인 과정이다.
④ 가치를 둔 목표 선정과 대안적 방법 제시하기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달성을 기대하게 되는 목표와 결과를 상정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상태
는 무엇이고 어떠한 목표 달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요구된다. 이
때 목표는 특정 개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사회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둔 목표는 대안적 행
동과 방법을 찾거나 행동의 결과 등을 평가할 때의 기준으로도 작용하므
로 추상적인 수준에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⑤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평가하기
제시된 대안적 방법들 중에 어떠한 방법과 행동이 가장 최선의 행동
인지를 가치를 둔 목표와 맥락적 조건,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행동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천적 추론 과정의 각 단계들은 독립적으로 순서대로 진행되기보다
실천적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필요에 따
라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추론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Ⅱ-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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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지속적인 관심사의
맥락에 대한 해석

추구하기에 이상적인
가치를 둔 목표의 설정

추구하는 가치에
이르기 위한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정보

특정한 사고와
행동의 파급효과의
고려

행 동
<그림Ⅱ-3> 실천적 추론 과정
출처 : Hittman & Brodacki - Thorsbaken
(1993; 유태명, 이수희, 2010, p.73 재인용)

이러한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하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문제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능동적인 자료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
다(조수연, 2016).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함양과 함께 대인관계에
서도 효과적인 수업이며(채정현, 유태명, 2006) 민주시민의식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 함양과 같은 인성 교육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상희, 2007). 따라서 실천적 추론 과정을 활용한 통일교육은 학생들에
게 통일과 관련하여 생활 속 문제 상황들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경험을 줄 수 있
다. 이를 통해 비판적으로 나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고 통일을 준비하
는 역량을 키우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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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고 통일교육의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통일교육 지침서
(2016)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된
통일교육 지도방법과 관련한 교수․학습 활용 방법을 정리하면 <표Ⅱ
-4>와 같다.

<표Ⅱ-4> 통일교육 지침서의 교수․학습방법 활용 제시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구성주의
학습

게임, 퍼즐, 퀴즈 등
과제분담학습(Jigsaw),
보상중심
협동학습(Teams
Games
Tournaments, TGT), 최적방안찾기(Plus Minus Reconstruction,
PMR), 이슈중심 접근법, 프로젝트 수업,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s, NIE), 이야기 구연(Story-telling), 마인드맵(Mind
map), 딜레마 토론 등

시청각 매체
활용

영화, 드라마, 예술 다큐멘터리 등

가상체험학습

북한 지리 및 풍습 등

현장체험학습

통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비무장지대(DMZ)
견학

북한이탈주민
참여

북한이탈주민 초청 강연, 대담 등

세미나

세미나, 워크숍 등

ICT 활용
학습

웹 자료, VOD, CD 활용, 웹서핑을 통한 정보검색 및 분석, 웹토론,
웹게시판 활용, 컴퓨터 시뮬레이션 활용한 북한 생활문화 체험, 플
래쉬 및 동영상 활용 등

통일축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행사

출처 : 통일교육원(2016, pp.11-15)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도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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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퀴즈 활용, 영화 및 만화나 동영상 자료와 같은 다양한 시청각 매체
활용, 모둠별 집단 탐구와 토의토론 수업, 북한이탈주민의 참여, 캠페인
및 역할극과 같은 학생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활용하
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실천적이고 실제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통일교육 교
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동영상이나 TV, 사
진, 그림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 확대 및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전쟁기념관 탐방과 같은 체험 학습은 능동적이
고 활동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얻을 수 있으며, 집단
탐구 학습을 통해서는 학생들 간의 협업을 통해 지식의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 참여와 협동적 학습 태도까지 기를 수 있다(이황규,
2004). 영상매체 활용이나 모둠별 정보 검색, 정보 사냥 대회 등의 인터
넷 활용 교육도 가능하며(강기성, 2002), 십자말 퍼즐이나 OX퀴즈와 같
은 놀이 활동 방법이나 지도나 초대장 및 편지와 만화 완성하기와 같은
표현 활동 방법, 광고 포스터나 작품 만들기 등의 소집단활동 방법 등의
활동중심 방법 등이 있다(나혜선, 2004). 이러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을 통한 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들을 길러내는 행동지향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이황규, 2004).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교수․학습 방법
도 중요하지만 사회 문화적 통합을 목표로 하여 생활 문화 및 생활상의
이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
법 역시 이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정진경(1998, 2001), 강기성(2002)
은 사회 문화 교육적 접근에서 통일교육 내용을 다루고자 할 때 문화적
배경을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훈련 프로그램인 문화이해지가 유용
하다고 보았다. 문화이해지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갈등을 통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갈등 상황을 해
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으
로 인해 마주치는 문제 상황에서 서로의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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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화 간 적응을 촉진시키므로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법이라고 보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 문화이해지, 마인드맵, 시청각 매체 활
용, ICT 활용 등 다양한 교수 매체와 전략을 활용하여,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 학습 내용에 맞는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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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의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ADDIE
모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교수 체제 설계의 일반적 모형인 ADDIE
는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형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중 실행 단계를 생략하고 4단계로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의 단계별 주요 활동을 정리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단계 및
주요 활동
단 계

주 요 활 동
요구분석

분석

학습자분석
환경분석
내용 분석

설계

개발목적, 학습내용, 개발범위, 콘텐츠 유형, 사용
대상, 기대 효과 분석
학습자의 기본적인 특성 및 학습 양식 분석
학습자의 자료 활용 여건 분석
하부과제(교수․학습 목표) 도출

교수․학습 절차
설계

학습내용 구조화 방안(학습구조 설계, 학습흐름
계획)

교수․학습 활동
설계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방안

교수전략 설계
평가 설계

교수․학습 절차/교수․학습 활동 전략의 설계
연습 및 평가 설계 방안

개발

콘텐츠 제작

분석․설계를 토대로 초안 구현

평가 및
수정

수정 및 보완

평가활동을 통한 수정․보완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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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단계별 주요 활동들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러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흐름도를 도식화하면 <표Ⅲ-2>와 같다.

<표Ⅲ-2>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흐름도

분석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선정



통일교육 지침서 및 통일교육 선행 연구 분
석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 연구, 교육과정 등의
문헌 분석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 목표 선정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 내용 체계 선정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을 위한 실천적 문
제 선정



실천적 추론 과정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
설계



학습 내용의 계열화



구체적인 교수․학습 매체 설계 및 전략 선
정



전문가 평가지 설계



위스콘신 모듈을 활용하여 8차시의 교수․학
습 과정안 개발



교수․학습 활동 및 예시 답안, 읽기자료, 개
인 활동지, 모둠 활동지, 형성평가 개발



결과 분석 및 평가



평가 결과 수정 및 보완

⇧⇩

설계

교수․학습 과정 설계
및
학습 내용 계열화

⇧⇩
개발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자료 개발

⇧⇩
평가

전문가 평가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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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단계
학생들의 특성과 현재 학습자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교육활
동을 통해 성취해야 할 바람직한 기대 수준 및 효과에 비추어 전체적인
수업의 방향 및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계를
통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선정하였다.
첫째,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귀납적 내용분석(Induct 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은 탐색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특성을
특정한 분석 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해석함으로써 자료의 특성을 체계
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다. 가설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검증
하는 방식의 양적 연구방법과 달리 연구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의 공통적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여 개념화, 범주화
과정을 거쳐 자료의 특성을 해석하고 규명한다(김봉수, 박태준, 양명환,
2014).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통일교육지침서 및 선행연구 총 11개의 연구목적, 방향, 제언들을
살펴보고 자료의 정리, 자료의 범주화, 주제 추출, 최종범주 확정 단계를
거쳤다. 구체적으로는 원 자료를 수차례 정독하며 공통된 의미나 문구,
비슷한 개념을 지닌 자료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자료의 분류작업을 수행
하였다. 분류작업 후 각 주제의 수준들이 다시 상향군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총 4개의 통일교육 핵심개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개념을 중
심으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한 연구에서부터 필요한 교육
내용 요소를 모두 추출하여 생활문화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준거로 하여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와 비교한 뒤 교육과정에 반영되
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학습 요소들을 분류하여 통일교육을 위한 내용 요
소로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중․고등학교에 시행 중인 교육과

- 31 -

정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이나 2015 개정 교육
과정(교육부, 2015)이 최종 고시되어 2018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
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설계 및 개발 단계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목표와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 및 개발단
계에서는 실천적 문제와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첫째, 앞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
적 문제 및 하위 실천적 문제를 선정하였다.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이
라는 최종 목표 수준을 가치목표로 두고 실천적 문제를 ‘건강한 통일공
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했던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개발한
교사용 지도서인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에서
제시한 개념적 틀을 참고하여 통일교육 내용 체계의 학습 요소를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자는 해당 문헌을 직접 번역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 중
연구의 목적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들 선택하여 통일교육의 내용과 우
리나라의 교육과정 실정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교육과
정은 모두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천적 추론이 본 교육과정의
개념적 틀이 된다. 각 모듈은 다른 모듈과 상호의존적이며 전체가 모두
사용될 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표Ⅲ-3>은 각 모듈에 대
한 설명과 하위 관심사, 실천적 추론의 범주, 과정 질문 등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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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 실천적 추론 과정의 개념적 틀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듈 A

모듈
설명

하위
관심사

강조되는
실천적
추론의
범주

과정
질문

모듈 B

모듈 C

모듈 D

모듈 E

통일 관련 태
도와 규범을
개발하고 중
요성 인식

지속적인 행
동의 결과가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
는 영향

개인,
가족,
사회가 행동
하는 법 탐구
및 행동의 파
급효과 검토

모듈
A-D통합

왜 우리는 통
일공동체 형성
에 대해 관심
을 가져야 하
는가?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와
관련한 태도
와
규범의
개발을 위해
우리는 무엇
을 파악해야
하는가?

통일공동체
형성의 패턴
과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
을 해야 하는
가?

건강한 통일공
동체를 형성하
기 위해서 우
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
하여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가?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

문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
관련한
정보의 해석

문제들로
인한 결과가
미치는
영향의 평가

가치를 둔
목표, 대안적
방법과 파급
효과 고려

반사숙고적
판단과
신중한 행동

통일에
항구적
소개

대한
문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이 왜 개
인과 사회에
중요한가?

∙현재 통일
공동체 형성
과 관련된 태
도는 어떤 영
향을 받고 있
는가?

∙왜 우리는
현재의 통일
공동체 형성
을 위한 태도
에 대해서 고
려해 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건강한 통일
공동체 형성
을 실천하는
방법에 관심
을 가져야 하
는가?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
한 결정 과정
에서 어떤 종
류의 추론을
사용하였는
가?

∙우리가 직
면한 통일공
동체 형성에
대해 의미 있
고 항구적인
문제는 무엇
인가?

∙통일공동체
형성에 대한
태도는 어떻
게 개발되는
가?

∙통일공동체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맥
락적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통
일공동체와
관련한 가치
목표를 추구
하는 데에 어
떤 요소와 조
건이 영향을
미치는가?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
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만 하는 행동
은 무엇인가?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
해서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떠한 태도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
한 문제를 다

∙우리가 통
일공동체 형
성을 위한 바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
하여 신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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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강조되
는
광의의
개념

강조되
는 지적,
사회적
기술

의미 있고
항구적인
통일공동체
형성의 문제

관점 갖기,
모순
분석하기

가 바람직한
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는 맥락적인
정보들을 어
떻게 이용해
야 하는가?

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적, 사회적
기술을 사용
할 수 있는
가?

람직한 가치
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
는 최선의 방
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태도와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믿을 수 있는
정보, 모순,
가능한
결과들

바람직한
통일공동체
형성 방법

합리적인
행동

여러 요인
분석하기,
맥락
해석하기

바람직한
목표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 인식,
행동의
파급효과에
대한 비판적
인식

가치를 둔
목표에 대한
추론

실천적 추론
및 협동적
대화

출처: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1996, pp.32-35)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셋째, 위의 개념적 틀에서 제시하는 각 모듈의 과정을 각각 1-2차시별
로 나누어 총 8차시 4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모듈A에
해당하는 1-2차시에서는 우리의 일상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겪
을 수 있는 상황을 통해 통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속
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통일은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가까운 문
제이며 통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모듈B에 해당하는 3-4차시에서는 남북한의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및 내부적 요인을 분석하고 살펴보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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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문제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
잡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활문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
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듈C와 D에 해당하는 5-6차시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남북한의 생활
문화가 지속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
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대안적 방법들
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찾아보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
으며 가장 최선의 선택을 찾는 과정에서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듈E에 해당하는 7-8차시는 앞의 1에서 6차시에 걸쳐 진
행된 추론의 과정들을 종합하여 모둠별로 하위 실천 요소들을 해결해 나
가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
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능
동적으로 실천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각각의 차시별 활동 및 내
용 구성을 정리하면 <표Ⅲ-4>와 같다.

<표Ⅲ-4> 수업 차시별 활동 및 내용 구성
차시
1
2
3
4
5
6
7
8

활용 모듈

수업 내용

모듈A

교수․학습 과정안1
-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

모듈B

교수․학습 과정안2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모듈C, D

교수․학습 과정안3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모듈E

교수․학습 과정안4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 계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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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단계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의 평가를 위한 도구로는 실천적 추론 과정의
평가를 위해 Elizabeth R.(1986)의 프로그램 평가모델과 함께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평가를 위한 손상희 외(2012)의 교수․학습과
정안 평가 프로그램 문항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문항은 <부록1>과 같다.
설계된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목표와 내용 체계,
수업 자료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 자료를 수정 및 보완
하였다. 평가 과정은 통해 1차 전문가 집단 심층 면접(FGI), 2차 전문가
집단 평가로 진행하였다. 1차 전문가 집단 심층 면접(FGI)은 서울시
중․고등학교 가정과교사 5명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10일에 2시간 정
도 진행하였다. 연구 목적 및 배경, 수업 흐름에 대한 설명 후 수업 내용
의 구성, 수업 난이도, 차시, 현장 적용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
들의 평가 의견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2차 전문가 집단은 1차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과교사,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
교의 교사, 통일대비 소비자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한국소비자원 선임
연구위원 총 8명으로 구성하여 2016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E-mail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의 사항이나 기타 의견 등
은 전화통화를 통해 설명 및 보충하였다. 2차 전문가 집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수․학습 자료를 최종 수정 및 보완하였다. 전문가 평가 집단
의 구성은 <표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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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5> 전문가 평가 집단의 구성
차시

교사

OOO

OOO

1차

OOO

OOO

OOO

기관구분

차시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가정과 교사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가정과 교사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가정과 교사

2차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가정과 교사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가정과 교사

교사

기관구분

OOO

북한이탈청소년대상
고등학교 교장

OOO

북한이탈청소년대상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OOO

북한이탈청소년대상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OOO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가정과 교사

OOO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가정과 교사

OOO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가정과 교사

OOO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가정과 교사

OOO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가정과 교사

OOO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전문가 집단 평가는 양적평가와 질적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양적평가
결과는 <표Ⅲ-6>와 같다. 양적평가 결과 전체적인 평가 점수는 5점 척
도를 기준으로 4.13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수업에 내재된 철학,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 유발, 능동적 학습전략에 대한 평가가 4.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
며(3.66점), 학생들의 편견이나 무의식적인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3.77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학습내용과 관련 자료들이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비해 내용이 조금 어려
운 편이고 분량이 많은 것(3.77점)으로 평가되었다.
질적 평가 결과는 <표Ⅲ-7>와 같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중학교 통일
교육의 목표와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가 통일성을 갖추고 생활문

- 37 -

화를 중심으로 잘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학습 요소에 남북
한 언어의 차이를 반영한 것, 문제인식에서 맥락 이해로 이어지는 구조
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남북한의 동질성이나 공통점을 찾거나
남북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내용,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
는 요소, 학습 수준 및 학습량의 조정이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평가되었
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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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6> 전문가 집단의 양적평가 결과
평가
영역

전문가

구체적인 기준
A

B

C

D

E

F

G

H

I

총계 평균

1. 본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는 철학이 내재
되어 있는가?

4

4

4

5

5

4

4

5

5

40 4.44

2. 본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는 목적 및 가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4

4

4

4

5

4

4

5

5

39 4.33

3. 학습들의 이데올로기, 편견, 무의식적인 행
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가?

3

3

3

4

4

4

4

4

5

34 3.77

4. 본 프로그램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대해 사고하도록 하고 있는가?

3

3

4

4

5

4

4

5

4

36

5.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세 가지 행동
체계(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체계)를
기를 수 있는가?

3

4

4

4

5

4

3

4

4

35 3.88

2.
기대하는 6.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실천적 추론
학습자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성과

3

4

4

4

4

4

5

4

5

37 4.11

7.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비판적 의식
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3

4

4

5

5

4

4

5

5

39 4.33

8.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환경을 주도
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가?

3

4

4

4

5

4

4

5

5

38 4.22

9.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사회적 현상, 정책
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가?

4

4

4

5

5

4

4

5

5

40 4.44

10. 본 프로그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정교
과의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 요소를 다
루고 있는가?

4

4

4

4

5

4

4

5

4

38 4.22

11. 본 프로그램의 학습자인 중학교 3학년 수
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

3

3

4

5

4

4

4

4

34 3.77

12.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사회적 이슈
가 본 프로그램의 학습 내용에 적절한가?

3

4

4

4

5

4

4

5

5

38 4.22

13.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과
자료들은 청소년기 학습자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

3

4

4

4

5

4

5

4

4

37 4.11

14.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과
자료들은 청소년기 학습자의 관심사가 반영된
내용인가?

2

3

3

4

5

4

5

4

3

33 3.66

15. 본 프로그램은 비판적 사고역량을 향상시
키는 교수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3

4

4

5

5

4

4

4

5

38 4.22

16.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3

4

4

5

5

4

5

5

5

40 4.44

1.
철학과
목적

3.
기대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4.
내용
요소

5.
학습자의
요구 및
관심

6.
교수
전략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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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13

<표Ⅲ-7> 전문가 집단의 질적 평가 결과
긍정적 평가

중학교
통일교육
목표



이해에서부터 역량 함량까지 4
단계로 잘 구성됨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교육 방향, 역량, 교육 방법의
제시까지 통일성을 갖춤

개선 및 보완점




중학교
가정교과에서
의 통일교육
목표






목표와
내용 체계의
일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 및
적용하여 적절하게 구성됨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
교육으로 잘 선정됨
모든 내용요소에 언어의 차이를
포함한 것은 매우 적절함
의식주 문화에 소비생활환경을
추가하여 잘 구성됨
4가지 학습 요소를 구성 및 학
습 요소 및 성취기준 제시는 무
리가 없음
생활문화에 맞추어 통일교육 내
용 요소를 잘 선정하여 반영함

실천적
문제와 교육
목표 및
방향의 일치



잘 반영하고 있음

차시별 하위
실천적
문제와 교육
목표 및
방향의 일치



잘 반영하고 있음

실천적
문제와
수업내용의
일치







통일교육을 통해 형성하기
를 원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에 대한 구체화 필요



구체적인 목표 진술이 요구
됨
더불어 사는 능력이 통일교
육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능
력으로 더 적합함



더불어 사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 필요



통일 이후의 남북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고
민 필요
북한의 모든 것이 부정적이
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도
록 하는 교육적 목표가 요
구됨
개요적 성격의 수업 필요




수준의
적절성




적당함
간혹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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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생활의 객관적 인
식,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미
래 통일 생활상의 창의적
상상이 요구됨
가정교과의 성격 구체화 필
요





문제인식, 맥락 이해로 이어지
는 구조는 동기 부여와 관심 고
취에 적합함
잘 반영하고 있음

남북한의 차이점과 공통점
으로 조정 필요함
구체적 삶의 모습을 객관적
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
함



목표설정과 대안 탐색 부분
이 다소 어려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고
려할 때 조금 더 쉬운 구성
이 요구됨
남북한의 동질성 깨닫는 부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이질
감 극복
흥미유발 요소의 추가
있으나 적절해 보임

기타 추가
내용
교수학습방법
및 활동 제안





역할극, 조리실습, 도서관 활용 수업, 영상 자료 활동, TV프로그
램 등의 영상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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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 선정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첫째, 이론
적 배경에서 살펴본 통일교육지침서 및 선행연구의 연구목표, 방향, 제언
들을 살펴보고 공통된 의미나 문구, 비슷한 개념을 지닌 자료들을 하나
로 묶으면서 자료의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1차로 범주화된 자료
들은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이며 원 자
료들의 목표나 방향의 서술방식이 고려해야할 측면, 다루어야할 내용과
접근 방법, 지향하는 결과나 상태의 순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다시 상향군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4개의 핵심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목표를 도출하였다. 원
자료의 분류작업 및 범주화와 핵심개념 도출 과정은 <표Ⅳ-1>과 같다.

<표Ⅳ-1> 원 자료의 분류작업 및 범주화와 핵심개념 도출 과정
원 자료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상황의 이해, 생활 속에
서 자기의 문제를 파악하고 남북문제에 적용, 사
회문화적 통합을 통해 민족공동체 속에서 삶을
준비하는 교육,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
대를 형성,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을 이해, 개인적․실천적․경험적 지식을 통
한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통일 이해, 사회문화적
측면의 통합 고려
언어문화의 차이 이해, 남북한 문화의 객관적 이
해, 남북한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이해, 남북한 이
질성,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북한 문화에 대한 이
해, 북한의 객관적 이해, 생활문화적 교육을 통한
객관적 북한 이해, 생활문화적 교육을 통한 객관
적 남북관계의 이해, 북한에 대한 기초적 지식
습득, 분단 상황 및 남북한 현실에 대한 인식, 남
북한 삶의 모습 및 가치관, 인권 등을 통한 이질
성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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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화

핵심개념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상황의
이해

사회․문화
적 맥락
이해

⇨

남북한
생활문화의
객관적
차이 이해

남북한
생활문화
존중 및
공동 가치
발견

언어의 이질화 극복, 실생활 속 구체적 예
다른 배경의 사람 간의 화합과 협동․공존, 다양
성 인정, 문화의 다양성 인정, 배려․상호존중․
협력의 실천 태도, 존중을 통한 공동의 가치 탐
색, 인간존중․관용의 태도, 북한이탈주민 포용
및 편견 극복과 평등 사회, 통일 대비 문화적 다
양성 수용, 남북의 이질성에 대한 수용 및 존중
을 통한 평화 교육, 서로 다른 환경 및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화합․협동․공존하는 태도

⇨

존중․배려
․공동의
가치 탐색

민주적 갈등 해결, 대화와 소통을 통한 지식의
확장 및 실천성․도덕성 강화, 민주적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

⇨

문제해결능
력

남북한의 민족 동질성 회복, 올바른 통일관점과
평화적 관계, 건전한 대북관 정립, 북한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인식, 민족공동체 의식 형성, 동질
성 이해와 함께 이질적인 면 접근, 남북한 이해
활동을 중심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 긍정
적 공동체 의식 형성 위한 능동적 태도, 북한생
활문화 탐구를 통한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민
족공동체 형성 노력

⇨

공동체
의식 함양

통일에 적극 참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 통일 의
지 제고, 민족 동질성을 인식하고 통일실천 의지
갖기, 평화 통일의 의지 함양, 통일 후 문제에 대
한 극복 자세 및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
는 자세

⇨

통일사회의
문제
이해와
해결

통일공동체
형성

통일 의지
함양

원 자료의 분류 후 주로 반복되는 용어나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 용어
를 사용하여 1차로 범주화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상황의 이해,
남북한 생활문화의 객관적 차이 이해, 존중․배려․공동의 가치 탐색, 문
제해결능력, 공동체 의식 함양, 통일 의지 함양 등 총 6개의 범주로 나누
었다. 이렇게 1차 범주화된 자료들은 목표의 서술방식에 따라 사회문화
적 맥락을 고려, 남북한 생활문화 존중 및 공동 가치 발견의 내용, 통일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통해 통일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순으로 재구성하여 4개의 핵심개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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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가정교과의 실천적 추론
과정 단계에 맞추어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목표를 <그림Ⅳ-1>과
같이 선정하였다.

통일공동체
형성

남북한 생활문화
존중 및 공동 가
치 발견

통일사회의
문제 이해와
해결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의 가치를 발
견하며, 통일사회에서의 발생 가능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그림Ⅳ-1>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

중학교 가정교과의 통일교육 목표는 생활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사
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생활문화를 객관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편견 없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통일 후 하나의 공
동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상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측
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다. 특
히 이 과정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가정교과에서의 최종 지향점이 ‘통일공
동체 형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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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 구성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 구성을 위해 앞서 제시한
<표Ⅱ-3>과 같이 생활문화별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한
연구에서부터 필요한 교육 내용 요소를 모두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준거로 하여 <부록2>의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와 비교
한 뒤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학습 요소들을 분류하여
통일교육을 위한 내용 요소로 재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필요한 교육
내용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문화 관련 학습요소를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소비생활문화에서는 소비시장의 종류와 거래방식, 소비자정보와
광고, 소비자 역할, 식생활문화에서는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소, 식품 선
택과 정보, 의생활문화에서는 의복의 선택과 구매, 의복의 세탁 및 관리,
주생활문화에서는 주거 유형, 주거설비와 주거 안전, 주거 가치관, 공동
주거생활문화는 학습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및
신용, 주택 마련 자금은 고등학교 가정교과의 내용 요소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의 내용 요소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의생활문화에서의 사회적 규범에 따른 옷차림, 주생활문화에서의 공동
주거생활을 위한 예절, 소비생활문화에서의 소비자 역할 행동의 경우에
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요소로는 통일 교육을 포함하기에
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3가지 내용은 통일교육 내용 요소로
추가하였다. 소비생활문화는 남북한의 다른 경제체제로 인하여 모든 생
활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일교육의 개요적 성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생활환경과 문화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모든 생활문화영역에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한 내용 요소가 포
함되어야 하며,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를 반영하여 남
북한 생활문화와 관련한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에 대한 내용 요소 역시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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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의 핵심주제를 ‘생
활문화 중심의 통일교육’으로 선정하고, 내용 요소는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남북한 소비생활환경의 이해, 남북
한 생활문화 관련 언어, 북한 음식을 포함한 지역별의 식생활 문화의 다
양성 유지, 사회적 규범과 옷차림, 올바른 주거가치관과 공동주거생활 예
절’로 구성하였다. 또한 앞서 중학교 가정교과의 목표에서 제시한 사회문
화적 맥락 이해, 남북한 생활문화 존중 및 공동의 가치 탐색, 건강한 통
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실천적 문제를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추론 단계
에 따라 도출한 핵심개념에 맞춰 3개의 하위 실천적 문제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동
의 가치를 탐색하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 ‘긍정적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로 선정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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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학적 관점의 가정과 교육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교육

실천적 문제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위 실천적 문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위 실천적 문제]
공동의 가치를 탐색
하는 생활문화를 형
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위 실천적 문제]
긍정적인 공동체 의
식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용 요소]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남북한 소비생활환경의 이해
∙남북한 생활문화 관련 언어
∙북한 음식을 포함한 지역별의 식생활 문화의 다양성 유지
∙사회적 규범과 옷차림
∙올바른 주거가치관과 공동주거생활 예절

<그림Ⅳ-2>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 구성 및 실천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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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은 앞서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천적 추론 과정을 따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개발한 교사용 지도서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에서 제시한 실천적 추론 단계를 참고하여
<표Ⅳ-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Ⅳ-2> 실천적 추론 단계 및 주요 개념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차시

단계

1-2

실천적 문제
인식하기

3-4

문제에 대한
정보
해석하기

5-6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7-8

반사숙고적
판단과
실천적 행동

주요 개념
- 통일공동체 형성은 나, 가족, 사회의 관심사이다.
-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는 것을 돕는다.
- 우리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일상을 경험하고 성장하면서
통일공동체 형성 태도와 규범을 키워 나간다.
-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태도와 규범들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 여러 사회적 요소들이 통일공동체 형성 태도에 영향을
준다.
-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행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통일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적 요소
가 있다.
- 우리의 지속적인 행동과 선택은 나, 가족, 사회에 영향
을 미친다.
-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구해야 할 최선의 목
표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앞의 과정에서 배웠던 개념적 지식과 지적 사회적 능력
들을 통합할 수 있다.
- 우리는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회와 가족의 구성원으
로서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출처: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1996, pp.32-35)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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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 시수는 중학교 가정교과에서 의․식․주 생활과 관련하여 하
나의 내용 요소마다 수업시수가 6-8차시 정도로 구성(1학기 17주, 주당
2-3차시를 기준)됨을 고려하여 8차시 수업을 기준으로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위해 1차시 45분을 기준으로 하여 2차시
(90분)의 블록타임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성하였다. 앞서 연구 방
법에서 제시한 <표Ⅲ-4>의 수업 차시별 활동 및 내용 구성을 바탕으로
학습자료 35개(학습활동지 12개, 읽기자료 15개, 영상자료 5개, 평가자료
3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하였던 협동학
습, 문화이해지, 마인드맵, 시청각 매체 활용, ICT 활용 등 다양한 교수
매체와 전략 중 차시별 학습 내용에 맞는 방법을 선정 및 재구성하여 활
용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누구나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
세히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동영상 및 시청각 자료들도 출처를 명시
하여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용 학습 활동지에 필요한 경우 예시답안을 제시하여 교사의 학생 활
동 지도를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
안 및 학습 자료에 대한 내용은 <표Ⅳ-3>와 같다.

<표Ⅳ-3>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 자료
대상

중학교 3학년

학급 구성

1학급당 32명 구성 기준. 4인 1모둠, 총 8개 모둠 구성

교수․학습
과정안

총 4개 8차시 분량, 학습 자료 35개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1
(1-2차시)

주제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하위
실천적
문제
긍정적인
공동체 의
식을 형성
하기 위해
우리는 무
엇을 해야
하는가?

교수․학습
방법

학습 자료

모둠별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마인드맵학습,
NIE활용학습,
웹검색활용학습,
시청각자료활용

[활동A1] 모둠 및 역할 정하기
[활동A2] 긴급 뉴스 활동
[자료A2-1] 전화기의 변천사
[자료A2-2] 독일 통합의 읽기자료
[활동A3] 한국 온 탈북자 3만 명
[활동A4] 북한 생활문화의 언어
[영상자료] 남북한 문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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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2
(3-4차시)

남북한
생활문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

모둠별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마인드맵,
실험실습학습,
시청각자료활용
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3
(5-6차시)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공동의 가
치를 탐색
하는 생활
문화를 형
성하기 위
해 우리는
무엇을 해
야 하는가?

모둠별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NIE활용학습,
시청각자료활용
학습,
웹검색활용학습,
도서활용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4
(7-8차시)

통일공동
체 형성을
위한 실천
계획하기

-

모둠별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시청각자료활용
학습,
프로젝트학습

[활동B1] 자장면
[자료B1-1] 북한이탈주민 이야기
[활동B2] 맛보기 실험
[자료B2-1], [자료B2-2], [자료
B2-3] 북한 음식문화 읽기자료
[활동B3] 사회적 압력
[활동B4]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들
[자료B4-1] 북한의 식생활문화
[자료B4-2] 북한의 의생활문화
[자료B4-3] 북한의 주생활문화
[영상자료] 남북문화이해지
[활동C1] 우리의 생활문화 신문
기사
[자료C1-1] 명순 씨 이야기
[활동C2] 북한 광고
[자료C2-1] 북한의 소비생활환경
[자료C2-2]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고서
[활동C3] 바람직한 행동 표현하기
[자료C3-1] 정보 수집하기
[자료C3-2] 통일공동체 관련 신
문기사
[영상자료] 북한의 상업광고
[영상자료] 뽀로로와 친구들
[활동D1] 지적 사회적 기술 점검표
[활동D2] 실천적 추론 점검하기
[자료D2-1] 실천적 추론 점검표
[활동D3] 프로젝트 계획하기
[활동D4] 실행 프로젝트 평가하기
[영상자료] 어떤 시민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목표 중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와 남북한
생활문화 존중’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과정안1과 2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이 겪는 생활문화적 어려움, 남북한 언어의 차이,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
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들에 대한 활동을 통해 반영되도록 구성하였다.
‘공동의 가치 발견, 비판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
성’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과정안3과 4에서는 바람직한 행동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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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을 위한 정보 수집하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반
영되도록 구성하였다. 각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Ⅳ-4>, <표Ⅳ
-5>, <표Ⅳ-6>, <표Ⅳ-7>과 같으며, 관련 학생활동지는 <부록3>, <부
록4>, <부록5>, <부록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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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 교수․학습 과정안1
주제
실천적 문제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차시

1-2차시(90분)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위 실천적
문제

긍정적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위 관심사

왜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강조되는 실천적
추론의 범주
단계
도입
(5분)

전시학습
확인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
교수・학습 활동
•전시 학습 내용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통
해 확인한다.

(1분)

학습 활동
안내
(3분)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설명한다.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 계획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전시 학습 내
용을 확인함으
로서 본시 수업
내용을 예상하
게 한다.
•수업의 흐름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수업의 흐
름은 사고의 과
정에 따라 유동
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도 이해
하도록 한다.

- 모둠 구성을 안내하고 모둠별 학습 주제를
부여한다.
- 모둠 구성: 4인 1모둠
실천적
문제 제시
(1분)

전개
(75분)

모둠별
활동1
(10분)

•실천적 문제와 하위 관심사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이를 따라 읽으며 이해하도록 한
다.
•[활동A1] 모둠을 편성하고 역할을 정하도
록 한다. 모둠원들이 각자 좋아하는 것 또
는 우리 모둠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것을
쓰고 그려본 후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통점을 찾아 모둠의 이름으로 정
해보도록 한다. 그 후 지킴이, 이끔이, 칭
찬이, 기록이와 같이 모둠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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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의 주
어진 역할을 안
내하여 학생들
이 각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역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칭찬이: 아주 좋은 생각이야!, 너무 멋
져!, 참 잘했다!, 네 생각에 동감해!, 00
에게 박수 쳐주자!, 우린 서로 협동을
참 잘 하는 것 같아!
 이끔이: 지금부터 ~에 대해 ~ 해 보자,
먼저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자, 내가 먼
저 말해볼께, 과제를 어떻게 나누면 좋
을까?
 기록이: 우리가 발표한 것을 정리해보
도록 하자,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해
주지 않을래?, 내가 적을게, 조금 더
간단히 말해 줄래?
 지킴이: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야, 발표
순서를 지켜서 토의해보자, 모두 자리
에 앉도록 하자, 모둠 규칙을 잘 지켜
주자.

모둠별
활동2
(20분)

•[활동A2] 긴급 뉴스 활동은 학생들이 만
약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의 교류가 자유롭
게 된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함으로써 현재 생활문화와 관련된 태
도나 규범을 평가해보고 정의해볼 수 있도
록 만들어진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
생들은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문제
를 인식하고 남북한 생활문화와 관련한 차
이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의 과제임을 상기시킬 수 있다.
(안내방송)긴급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북한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금 이
간부터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능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북한 간의
역, 여행뿐만 아니라 통행, 거주이전과
은 모든 생활에 있어 자유로운 교류가
능하다고 합니다.

남
시
가
무
같
가

- 이 활동은 교내 안내방송을 하거나 각 반
학생들에게 동영상이나 음성 영상을 활용
함으로써 소개할 수 있다.
- 이 안내방송 예제문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에 대한 정보를 학
생들에게 알려주고, 학생들의 느낌이 어떤
지 공유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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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가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족과 사회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가 개인이나 가
족, 사회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
인가?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가 신체적, 사
회적, 감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는 기존의 분단
상황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 학생들이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둠별 토의를 통해 마인드맵을 작성
해보고 학급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해보
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모둠들의 생각에
대한 느낌을 토의를 통해 공유해보도록 한
다. 그리고 이 새로운 느낌에 대해 마인드
맵과 자신의 생각, 학급 친구들의 생각을
고려하여 간단히 적어보도록 한다.
•[자료A2-1] 전화기의 변천사를 통해 우리
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도
록 한다. 1980년대 유선전화기를 사용하던
생활이 불과 20년 후 휴대전화로 바뀌었고
다시 20년 후 전화기로 인터넷을 자유로이
사용하고 카메라를 대신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의 발전을 상상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
도록 한다. 앞으로 20년 후의 생활이 어떻
게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한지를 생각해보
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분단 상황에서
20년 후를 상상한다면 무엇이 가능할지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통일
은 멀지 않은 미래이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음을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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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 몇
가지는 모둠마
다 다른 질문들
을 사용하여 다
양한 생각을 표
현하게 활동할
수 있다.

질문
 1980년대 유선전화기를 사용하던 생활
에서 지금의 스마트 폰과 사물인터넷
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앞으
로 20년 후에는 어떠한 생활이 이루어
지게 될까?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까? 20년 후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까? 모둠별로 의견을 나눠보자.
•[자료A2-2] 독일 통합의 읽기자료를 통해
통일은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는 먼 미래가 아니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
한 교육이 필요함을 상상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문제를 인식
하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
끌어나간다.

모둠별
활동3
(20분)

•[활동A3] ‘한국 온 탈북자 3만 명… 함께
살 준비 됐나’의 신문기사를 읽고, 우리 사
회 안에 스스로 쳐놓은 철조망은 없는지
비판적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북한이
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적응의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생활
문화와 관련한 어려움들을 살펴보고 통일
시 겪게 될 문제들을 상상해보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통일공동체란 무
엇이며,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우리
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될 문제 상황들
을 미리 예측해봄으로써 통일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우리 생활문화의 문제점은 없는
지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여, 비판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생활문화를 돌아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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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토의
는 활발하되 너
무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
여 지도한다.

•우리 사회의
예시 자료를 신
문기사나 뉴스
를 통해 몇 가
지 제시할 수
있다.

모둠별
활동4

질문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
고 있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우리 생활문화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대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문
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25분)

•[활동A4]을 통해 북한 생활문화의 언어를
살펴보고 모둠별 토의를 통해 우리말로 바
꾸어 정리해보도록 한다.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검색 등의 정보탐색을 통
해 북한의 언어를 우리말로 찾아 바꾸어보
고 북한의 언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언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우리가 사
용하는 생활문화 관련 외래어 중 몇 가지
를 선택하여 우리말로 바꿔 다시 표현해보
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언어
의 차이를 통해 어떠한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생활문화 언어
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
를 가질 수 있다.

정리
(10분)

정리 및
차시예고
(10분)

•다음 질문들을 통해 이번 시간의 활동을
정리하도록 한다.
1. 왜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에 대해 관심
을 가져야 하는가?
2.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통일공동체를 형성
한다면 건강한 통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
을까?
3. 수업을 통해 건강한 통일공동체란 어떠해
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과제: 건강
한 통일공동체란 ....... 한 공동체를 말한
다.)
•‘남북한 문화의 차이’ 동영상을 감상한다.
남북한의 이념차이로 인한 생활문화의 차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 통일 후 문제 이러
한 상황이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행
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동영상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테마멀티미디어 자료-‘남북한 문화의 차이 동
영상(3분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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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스마
트 폰을 활용함
을 고지하여 미
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스마트 폰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
능한 컴퓨터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부 북한
자료포털, 국립
국어원 홈페이
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 용
어를 찾아볼 수
있다.
•수업을 마무
리하면서 지금
의 상태에서 건
강한 통일공동
체 형성이 가능
한지 생각해보
고 건강한 통일
공동체가 무엇
인지 생각해보
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하며 정리한다.

http://nkinfo.unikorea.go.kr/nkp/mltmdbbs/vi
ewMltmdbbs.do?pageIndex=3&mltmdId=5
6&tabType=MLTMD_MOV
•다음 시간의 수업 내용을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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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5> 교수․학습 과정안2
주제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차시

3-4차시(90분)

실천적 문제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위 실천적
문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의 태도와 규범의 개발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가?

하위 관심사
강조되는 실천적
추론의 범주
단계
도입
(5분)

전시학습
확인
및
학습 활동
안내
(4분)

문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 관련한 정보의 해석
교수・학습 활동
•지난 시간 왜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건강한 통일
공동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생들
의 생각을 들은 후, 실천적 문제와 목표로
하는 가치(valued ends)를 다시 확인하도
록 한다.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설명한다.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 계획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전시 학습 내
용을 확인함으
로서 본시 수업
내용을 예상하
게 한다.

•수업의 흐름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수업의 흐
름은 사고의 과
정에 따라 유동
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도 이해
하도록 한다.

- 모둠 구성을 안내하고 모둠별 학습 주제를
부여한다.
- 모둠 구성: 4인 1모둠
실천적
문제 제시
(1분)

•실천적 문제와 하위 관심사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이를 따라 읽으며 이해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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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
지 영향으로 인
해 발생된다는
설명으로 이번
시간 수업의 목
표를 학생들에
게 이해시킨다.

전개
(75분)

모둠별
활동1
(15분)

•[활동B1] 수업 전부터 교실에 자장면을
두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이 시작하면 학생들
이 모둠을 지어 자장면을 보고 떠올린 생
각이나 감정들에 대하여 교사의 질문에 대
답하도록 하고 생각들을 활동지에 쓰게 한
다. 자장면 활동은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
련하여 생활문화의 태도에 대한 개념을 소
개할 수 있다. 이 활동을 마친 후에 학생
들은 사회가 사람들의 생활문화 태도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교
실에 들어오면
서부터 자장면
의 냄새와 함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도
하도록 한다.

질문
1. 자장면을 보았을 때 마음에서 어떤 생
각이 떠올랐나요?
2. 학급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장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나와 같은가요,
다른가요?
3. 자장면에 대한 학급 친구들의 반응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각각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자장면에 대한 이런 다른 태도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자료B1-1]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읽
고 음식에 관해 덜 우호적인 태도들에 대
해 모둠별로 논의해보도록 한다. 이를 통
해 생활문화에 대한 규범과 태도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기준이 되
며, 집단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행동을 안
내, 통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해할 수 있다.
질문
 우리의 몇몇 음식들에 대한 북한이탈주
민들의 대체적인 태도는 어떠한가?
 왜 북한이탈주민들의 태도는 우리만큼
긍정적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러한 음식들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는가?

모둠별
활동2

•[활동B2] 교실에 북한주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준비 한다.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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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음식 맛
보기 실험을 통
해 친숙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토끼곰, 속도전떡, 인조고기밥
- 각각의 음식들은 북한 생활문화의 규범을
대표하고 있다. 토끼곰은 토끼를 길러야하
는 사회정치적 규범을 대표한다. 속도전떡
은 산간지대가 많아 옥수수 재배가 많은
지리적 규범과 빨리 먹고 일하러 가야하는
경제적 규범을 대표한다. 인조고기밥은 고
기 대신 콩찌꺼기를 활용하여 단백질을 섭
취하고자 하는 영양적 및 경제적 규범을
대표한다.
- 음식을 시식하기 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각
각의 음식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보도록 한
다.
- 학생들이 음식들을 맛볼 때 학생들에게 그
들의 반응이나 느낌을 기록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둠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문에 대한 모둠원들의 생각을 교환해 보도
록 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
각해 보도록 한다.
질문
 나의 반응들을 보고 어떤 점을 알게 되
었나?
 이 활동 중 나 또는 학급 친구들의 태
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태도는 무엇인
가?
 다른 친구들이 먹어보려 시도조차 해보
지 않은 음식이 있는가? 그 이유는 무
엇인가?
 음식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주
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이 활동을 통해 음식에 대한 규범이나
태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 시식을 한 후에 모둠별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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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대한 개
인 간 반응 사
이의 다양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런 음식들을 보
고 있을 때, 교
사들은 그들의
반응을 기록해
두어 나중에 참
고하라.

•교사들은 음
식들을 학생들
에게 미리 준비
하도록 시킬 수
도 있다. 또는
사전 실습활동
을 통해 음식을
만들어보고 본
활동을 이어가
는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질문
 개인과 가정,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활
문화에 대한 규범이나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생활문화에 대한 규범과 태도를 가진다
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나?
 모든 생활문화의 규범과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가?
 특정 규범과 태도는 다른 규범이나 태
도에 비해 우수한가?
모둠별
활동3
(15분)

•[자료B2-1], [자료B2-2], [자료B2-3]의
읽기자료를 통해 북한의 음식에 대해 이러
한 식생활문화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
지,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의 어떠한 음식
과 비슷한지 등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활동B3]을 통해 나의 행동, 가치관, 생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생각해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외부적 요소들이 우리의 생활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내부적 요인들이
우리의 생활문화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는 자료를 통해 생활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 내부적 요소 외에도 나의 생활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외부적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에 답하며 생각해보도
록 한다. 학생들은 이 활동과 질문들을 통
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사회적, 내
부적 압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질문
 ‘압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상생활에 있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압력은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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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예시 자료를 신
문기사나 뉴스
를 통해 몇 가
지 제시할 수
있다.

- 모둠별 토의활동을 마친 후 학급 전체에게
발표함으로써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의 생활문화 태도는 어떠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종합해보도록 한다.

모둠별
활동4
(20분)

질문
 모둠활동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
적 압력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압력들 중 어떠한 것이 우리의
생활문화의 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압력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
가요?
 이러한 압력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
어나고 있나요?

•[활동B4]의 활동은 모둠별로 주제를 하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모둠별 토의활
동을 마친 후 학급 전체에게 발표함으로써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의 생활문화는
무엇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종합해보
도록 하자. 또한 우리의 생활문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외부적/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 이 활동을 통해 남북한의 생활문화와 관련
하여 규범이나 태도의 특징들을 생각해보
도록 한다. 개인, 가정, 지역, 윤리적/문화
적인 집단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규정짓는다는
점, 어떤 생활문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와 같은 점을 정의한다는 점, 규범은 끊
임없이 변화한다는 점, 문화화의 과정을
통해 변천되어 왔다는 점, 일상의 부분이
라는 점,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사람들이 지지하는 가치들을 반영한다
는 점이다.
•[자료B4-1]을 통해 북한음식의 특징, 식
량난, 상차림풍습과 예절, 북한 젊은이들이
즐기는 북한음식 5가지에 대한 읽기자료를
읽고 북한의 식생활문화의 특징과 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적어보도록 한
다. 이 과정을 통해 식생활문화는 기후, 경
제, 개인적 욕구, 주변 국가의 사회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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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자료B4-2]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패션을
이끄는 사람들, 북한의 의생활의 특징 등
에 대한 읽기자료를 읽고 북한의 의생활문
화의 특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적어보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의
생활문화는 사회체제와 이념, 경제, 지리,
주변 국가의 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과정을 이해하도
록 한다.
•[자료B4-3]을 통해 북한의 이사, 북한의
주거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읽기자료를 읽고
북한의 주생활문화의 특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적어보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주생활문화는 사회체제와
이념, 경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정리
(10분)

정리 및
차시예고
(10분)

•다음 질문들을 통해 이번 시간의 활동을
정리하도록 한다.
1. 이번 시간에 배운 활동들은 무엇을 이야
기 하고 있나요?
2.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에 어떠
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나요?
3. 이번 수업을 통해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
성을 위해 우리들/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동영상을 보고 봄순이가 스카우트 단복에
반한 이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며 수업을 정리하도록
한다.
[동영상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테마멀티미디어 자료-‘남북문화이해지-11. 봄
순이가 반한 스카우트 단복(5분18초)’
http://nkinfo.unikorea.go.kr/nkp/mltmdbbs/vi
ewMltmdbbs.do?pageIndex=8&mltmdId=9
&tabType=MLTMD_MOV

•다음 시간의 수업 내용을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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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압력
들의 힘을 인식
함으로써 개인
과 가정이 이러
한 압력들에 영
향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사
실을 이해하도
록 지도한다.

•문화이해지를
바탕으로 구성
된 동영상 자료
를 활용하여 생
각을 정리할 수
있다.

<표Ⅳ-6> 교수․학습 과정안3
주제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차시

5-6차시(90분)

실천적 문제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위 실천적
문제

공동의 가치를 탐색하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위 관심사
강조되는 실천적

문제들로 인한 결과와 그 파급효과 생각하기

추론의 범주

가치를 둔 목표, 대안적 방법과 파급 효과 고려

단계
도입
(5분)

전시학습
확인
(1분)

학습 활동
안내
(3분)

교수・학습 활동
•지난 시간에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와 관련하여 기억을 상기시키
도록 한다.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설명한다.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 계획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전시 학습 내
용을 확인함으
로서 본시 수업
내용을 예상하
게 한다.
•수업의 흐름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수업의 흐
름은 사고의 과
정에 따라 유동
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도 이해
하도록 한다.

- 모둠 구성을 안내하고 모둠별 학습 주제를
부여한다.
- 모둠 구성: 4인 1모둠
실천적
문제 제시
(1분)

•실천적 문제와 하위 관심사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이를 따라 읽으며 이해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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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하
여 우리의 행동
이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
으로 이번 시간
수업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이
해시킨다.

전개
(75분)

모둠별
활동1
(20분)

•[활동C1] 우리의 생활문화에 대한 신문기
사를 읽고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의
결과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 반복된 행동의 비교는 학생들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현재의 행동이 지속
될 경우의 결과와의 관련성을 보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 나와 가족,
사회구성원들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가치
있는 목표와 실생활의 모순을 보여준다.

•현재의 상태
와 바람직한 상
태의 차이를 인
식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행동
이 필요함을 인
식하도록 유도
한다.

질문
 신문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재의 문제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더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사람들은 더 바람직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 모둠별로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될 경우 어
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표를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행동의 반복이 나와
타인에게 장단기간적으로 미치는 결과를
함께 생각해보도록 한다.
-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며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
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모둠별로 가장 바람
직한 목표를 선정해보자. 이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함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키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재의 상황에서
가족이나 사회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바람
직한 가치목표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무
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
다.
•[자료C1-1] 명순 씨 이야기를 읽고 모둠
원의 의견을 모아 만화의 빈 칸을 채워보
도록 한다. 완성된 의견을 발표 한 뒤 교
사는 명순 씨가 북한이탈주민임을 학생들
에게 알려준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다시 만화를 완성하도록 한다. 재완성된
만화를 발표하면서 명순 씨에 대해 알기
전과 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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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목
표란 무엇인지
에 대해 학생들
에게 충분한 설
명이 필요하다.

께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명순씨와
같은 이웃이 있을 때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모둠별
활동2
(25분)

•[자료C2-1] 북한의 소비생활환경에 대한
읽기자료를 통해 남북한의 소비생활환경에
관한 차이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
락이해 활동은 [자료C2-2]의 자료를 이해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료C2-2]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광고를 어떻게 받
아들이고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한다. 그리
고 결과 보고서의 일부를 모둠별로 토의하
여 채워보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남북
한의 소비생활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고려
하여 가치를 둔 목표와 대안적 행동의 선
택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활동C2] 북한의 광고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광고의 목적, 광고 내용, 광고 방
송의 시간, 특징과 느낌, 우리의 광고와 비
슷한 점을 생각해보고 적어보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이러
한 광고와 소비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어떠
한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해보도록 한다.
이 활동 역시 다양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대안적 행동의 선택
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끔 할 수 있다.
[동영상 자료] TV조선. 2013.01.20. [남북
의 징검다리] 북한에도 '상업 광고'가 있
다?(5분 54초)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
2013/01/20/2013012000398.html

모둠별
활동3
(30분)

•[활동C3] 모둠별로 바람직한 행동을 묘사
한 만화 또는 그림을 만들어 발표해보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왜 이러한
행동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의 행동이 바뀌어야 함을 정리하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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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C2]와
관련하여 [자료
C2-1],
[자료
C2-2]를 먼저
읽어보도록 한
다.

젝트 활동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질문
 우리 모둠의 만화 또는 그림은 어떠한
행동을 표현하고 있나요?
 왜 우리 모둠은 이 행동이 더 낫다고
느끼나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지속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만화나 그림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나요?
•[자료C3-1] 학생들이 건강한 통일공동체
를 형성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동영상이나 초청연사, 웹
정보 검색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한다.
그리고 제시된 표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수
집한 정보를 재구성하도록 한다.
- 남북한의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
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둠별로 창의적
상상을 통해 생각해보고, 내가 선택한 행
동이나 태도는 통일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 모둠별 토의를 통해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한다.
•[자료C3-2] 신문기사를 통해 통일공동체
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도록 한
다.
정리
(10분)

정리 및
차시예고
(10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협동
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알고, 서
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도우며 하나의 건
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영상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테마어린이 코너-‘뽀로로와 친구들’(4분 27초)
http://nkinfo.unikorea.go.kr/nkp/kidsmv/vie
wKidsmv.do?pageIndex=2&kidsmvBbsId=
41&tabType=kidsmv_mov
•다음 질문들을 통해 이번 시간의 활동을
정리하도록 한다.
1.이번 시간에 배운 활동들은 무엇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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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도서 자료 활용
들을 통해 정보
를 수집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하
나의 예를 이용
해 표를 완성하
도록 한 후, 교
사는 학생들이
경험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평
가하는 지적과
정을 일반화하
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프
로젝트 일정을
미리 공지하여
학생들이 계획
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하고 있나요?
2.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어
떠한 행동을 해야 하나요?
•다음 시간의 수업 내용을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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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7> 교수․학습 과정안4
주제
실천적 문제
하위 관심사
강조되는 실천적
추론의 범주
단계
도입
(5분)

전시학습
확인
(1분)

학습 활동
안내
(3분)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차시
7-8차시(90분)
실천 계획하기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반사숙고적 판단과 신중한 행동
교수・학습 활동
•지난 시간에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와 관련하여 기억을 상기시키
도록 한다.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설명한다.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 계획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전시 학습 내
용을 확인함으
로서 본시 수업
내용을 예상하
게 한다.
•수업의 흐름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수업의 흐
름은 사고의 과
정에 따라 유동
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도 이해
하도록 한다.

- 모둠 구성을 안내하고 모둠별 학습 주제를
부여한다.
- 모둠 구성: 4인 1모둠
실천적
문제 제시
(1분)

전개
(75분)

프로젝트
활동 안내
및
스스로
점검하기
(15분)

•실천적 문제와 하위 관심사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이를 따라 읽으며 이해하도록 한
다.
•동영상을 감상한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과 건강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 수 있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한
다.
[동영상 자료] EBS 지식채널e-‘어떤 시민
(6분)’
•본 수업의 활동의 흐름과 목적을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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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흐름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앞 차시들
에서 학습했던
각각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재
정립하고, 관련
된 지적이고 사
회적인 기술들

- 이번 수업은 지난 수업 과정들에서 배웠던
개념적 지식과 지적 사회적 능력들을 통합
할 수 있도록 돕는 최종적인 모듈이다. 이
모듈은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관심사들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둔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통일공동체 형
성과 관련된 가족이나 지역사회 행동 프로
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실천적 추론 과정
을 사용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학생
들로 하여금 그들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하고,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서 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
도록 한다.

- 실행 프로젝트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을 유발함과 동시에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돕거나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참여하고.
간접적으로 통일공동체 형성에 관한 관심
사들을 제기하기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획
하는 데 참여하고, 통일공동체 형성을 방
해하는 문제들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적 행동을 취하거나 주장해야 할 특정
한 논쟁들에 관해 지역 사회에 알리는 옹
호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교사는 이전
의 학습과 관련
된 방법과 교수
학습과정의 흐
름과 논리에 의
해 각각의 수업
이 어떻게 연관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지도한
다.
학생들의 행동
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하고
이러한 방법 과
정으로 가르치
는 것은 중요하
며 여건이 된다
면 이번 차시는
적어도
2차시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학생들에게 이전 수업의 과정에서 배우고
사용했던 종류의 사고 과정을 상기시키도
록 한다. 항구적 문제들의 규명과 관심 갖
기는 1-2차시에서 소개되었고,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의 생활문화의 맥락에
관한 해석적 정보는 3-4차시에 소개되었
다.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고 가치 있는 목
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은 5-6차시에
서 소개되었고, 이성적인 판단력과 실천
과정은 이번 수업을 통해 실시하고자 한
다.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
계획하기
(60분)

•[활동D1] 지적 사회적 기술 점검표를 통
해 수업 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적 사회적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
는지에 대하여 자기평가를 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점검표에 규정된 기술들은 실
천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고 수업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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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
들이 프로젝트
를 선정할 때
학생 자신의 학
습욕구와 목표
및 사회의 요구

걸쳐서 소개되었다고 상기시키도록 한다.

•[활동D2] 실천적 추론 점검하기의 각 단
계를 소개하고 [자료D2-1]을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과 활동으로 학생들의 추론적 사
고를 이어가도록 한다.
- ‘가족의 관심사’에 있는 지문을 읽게 한다.
학급 전체 학생들과 함께 통일공동체 형성
과 관련된 가족이나 지역 사회 행동이 취
해져야 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
다.
- ‘목표로 하는 가치(valued ends)’ 단계에서
는 앞의 단계에서 선택된 통일공동체 형성
과 관련한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
에게 모둠의 성공 비전에 대해 한 두 문단
을 쓰도록 한다. 여기에서 성공 비전이란,
이 특정한 관심사를 건의함으로써 그들이
성취하고 싶은 결과들과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뜻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동 프로젝트에 초점을 둔 특정한 목표들
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단계에서는 제시된 질문들을 읽고
학생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작성하도록 한다. 학생들로 하여
금 특정한 교실,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상
황이 주어진 상태에서 프로젝트 목표에 도
달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행
동 전략들에 대한 정보를 찾도록 한다.
- ‘결과’ 단계의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결과가 실제적으로 일어
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가능한
결과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학생들이 생각을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mind maps)이나 물고
기뼈(fishbone)와 같은 도표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판단’ 단계에서는 설명을 읽어 보도록 한
다.
‘우리는
__________한
이유로
_________을 해야 한다’와 같은 예시를 들
어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무
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논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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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목표를 고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는 건강
한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하
여 어떠한 관심
사가 가장 중요
한가? 왜 그럴
까? 어떤 것들
이 바뀔 여지가
있는가? 왜 그
러한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해서 학생들의
목록에 있는 관
심사들에 첨가
하거나, 관심사
들을 합치거나,
또는 관심사들
을 제거함으로
써 학생들의 사
고과정을 도울
수 있다.

•점검표 안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통일공
동체 형성과 관
련한 관심사들
이 특정한 교
실, 가족, 또는
지역사회 상황
에서 어떻게 나
타나는지 학생
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야 한다.

형성하는 연습을 할 때 가치 목표, 상황,
대안, 그리고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할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과 목적을 설명
한다.
- 실천적 추론 과정은 1차시(모듈A)에서 8
차시(모듈E)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
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량을 키울 수 있
다.
․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 전략, 내용, 초점
과 관련하여 실질적 추론의 다른 측면의
방법을 고려하게 한다.
․ 새로운 문제나 관심사들을 확인하고 연구
하게 한다.
․ 프로젝트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다양한 요소에 주목하고 이를 고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급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모둠
별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또는 개별 프로
젝트를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활동 프로젝트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프로젝트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
한 개념적 사고와 지적이고 사회적인 기술
들을 통합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앞의 활동 과정을 되새기면서 모둠별로
[활동D3] 프로젝트 계획 활동을 해보도록
안내한다. 추후 [활동D4] 프로젝트 보고서
를 통해 모둠별 발표를 예고하여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7분)

정리 및
차시예고
(7분)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
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복합적인 사고
과정인 실천적인 추론 과정을 종합적으로
학습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
음에 뒤따르는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대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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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스스
로 다양한 주제
와 실천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한
다. 하위 실천
적 문제를 모둠
별 주제로 활용
하여 프로젝트
를 구성할 수
있다.

•건강한 통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세는 지
금부터 준비할
수 있음을 강조
하며 수업을 마
무리 한다.

질문
 실천적 추론은 무엇과 같은가? 이것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각각의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언제 실천적 추론이 사용되는가?
 왜 나는 실천적 추론에 대해 알아야 하
는가?
 실천적 추론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서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나의 지난 경험들과 관련하여 이번 과
정에서 학습한 것은 어떠한가?
 내가 실천적 추론을 시행한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까?
•모둠별 활동지를 학급 게시판에 게시하고
학습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정리한다.
•다음 차시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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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생활문화적 접근, 즉 생활 속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
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을 중학
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
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의 단계
에 따라 진행되었다. 분석단계에서는 통일교육지침서와 통일교육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를 도출하였다.
내용 체계 선정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
요소를 준거로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를 살
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분류하여 재구성하였다. 설계 및 개발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
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중
비판적 관점이 잘 제시되어 있는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교사용 지도서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를 참고로 하여 8차시
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학습 활동지 등 교수․학습 자료를 35개 개발하
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개발된 자료들에 대해 2차에 걸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개
발안을 마련하였다.
위의 연구 과정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목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
로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며, 통일사
회에서의 발생 가능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건
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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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통일교육지침서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통일교육 목표와 방향, 제언
들을 그 의미나 개념이 같은 용어나 문구를 찾는 귀납적 내용 분석 방법
을 통해 공통된 주제로 범주화시켰다. 그 결과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남북한 생활문화 존중 및 공동체 가치 발견, 통일사회의 문제 이해와 해
결, 통일공동체 형성의 4가지 핵심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
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를 재구성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는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
교육’을 주제로 선정하고 내용 요소들은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남북한 소비생활환경의 이해, 남북한 생활문화
관련 언어, 북한 음식을 포함한 지역별의 식생활 문화의 다양성 유지, 사
회적 규범과 옷차림, 올바른 주거가치관과 공동주거생활 예절의 6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한 연구에서
부터 필요한 교육 내용 요소를 모두 추출한 뒤 이를 준거로 하여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반
영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학습 요소들과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
육의 목표, 전문가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앞서 도
출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를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선
정하였다.
셋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2005)의 교수학습 개발 모형의 과정을 적용하였으며, 미국 위스
콘신 주에서 개발한 교사용 지도서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에서 제시한 실천적 추론 과정을 기초로 총 8차시의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남북한 생활문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행동의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
적 방법 선택하기,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 계획하기의 4가
지 주제를 제시하고 모둠별 협동학습, 토의․토론활동, 시청각자료활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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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1은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를 주제로 긴급 뉴
스 활동, 전화기의 변천사, 독일 통합의 읽기자료, 한국 온 탈북자 3만
명, 북한 생활문화의 언어와 같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2는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를 주제로 자장면,
북한이탈주민 이야기, 북한 음식 맛보기 실험, 북한 음식문화 읽기자료,
사회적 압력,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북한의 식, 의, 주생활문화
들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3은 행동의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를 주제로 우리의 생활문화 신문기사, 북한이탈주민 이야기, 북
한의 광고, 북한의 소비생활환경,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고서, 바람직한
행동 표현하기, 정보 수집하기, 통일공동체 관련 신문기사와 같은 활동으
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4는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 계획하기
를 주제로 지적 사회적 기술 점검표, 실천적 추론 점검하기, 프로젝트 계
획 및 평가하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실천적 추론 수업을 종합하는 활동
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
는다.
첫째,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를 교과 내용으로 삼고
있는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
이었다.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교수․학
습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한 차례 이루어진 정도이며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북한의 언어, 교육체계
에 대한 비교분석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중학교 가정교과와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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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목표와 내용 체계 도출, 교수․학습 과정안
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에 본 연구는 중학
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둘째, 통일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림으로써 이질감을 낮추고, 이와 더불
어 우리 문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연구 내용이나 제시된 활동들은 학생들이 편견이
나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정도로만 그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남북한의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러한 행동이 계속됨으로써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
리 학생들이 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 방향을 제시해 봄으로써, 실제 행동
으로 이끌어내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가정교과와 통일교육은 서로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와 내용이 부합하고 있으며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문가 평가에서도 가정과 교사들에게 나타
난 공통적인 결과이기도 하며, 가정과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이 가정교과
에서도 충분히 적용 및 실시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이 학교현장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은 중학교 가정
교과에서 추구하는 내용 및 목표와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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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에 대한 개념, 통일교육 목표 및 내용의 가정교과와의 관련성,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전문
가 평가에 참여한 가정교과 교사들은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낯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관
련한 가정교과의 지속적인 연구,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수,
그리고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등이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 시수 확보가 필요하다. 실
제 학교 현장에서는 주요 교과목 중심의 수업, 자유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으로 인하여 가정교과 본연의 사명을 달성하기에도 수업시수가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교육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
은 통일교육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
교과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추
가적인 수업 시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입한 실
천적 추론 수업, 학생 참여 활동 중심 수업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수업
시수는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교육과정 개발 시 총론 팀 등 정책 개발에 영향을 주는 기관
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정교과 통일교육 자료를 홍보함으로써,
가정교과가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
과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정과 교사는 물론 통일교육 관
련 교사 및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첫째, 본 연구는 전문가 평가
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 및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북한의 생활문화 이해를 위한 자료수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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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문헌 분석에 기초함으로써 최신 자료의 수집 및 출처별로 상이한
내용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
한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집단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평가 및 검증을 위해서는 교육 내용 구성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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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전문가 평가지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평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이라는 연구의 일환으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 및 내용구성의 타당도와 적절성을 검증받고자 하는 전문가
평가입니다. 교육내용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 자료는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
육의 기초 마련과 통일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
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한 응
답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을 개발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윤 남 희
[지도교수 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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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 기준표4)
평가
영역

척도
구체적인 기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이
매우
그렇다
않다
다
그렇다

1. 본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는가?

1

2

3

4

5

2. 본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는 목적 및 가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가?

1

2

3

4

5

3. 학습들의 이데올로기, 편견, 무의식적인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가?

1

2

3

4

5

4. 본 프로그램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대해 사고하도
록 하고 있는가?

1

2

3

4

5

1

2

3

4

5

6.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실천적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

1

2

3

4

5

7.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
길 수 있는가?

1

2

3

4

5

8.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가?

1

2

3

4

5

9.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사회적 현상,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가?

1

2

3

4

5

10. 본 프로그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정교과의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는가?

1

2

3

4

5

4.
11. 본 프로그램의 학습자인 중학교 3학년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내용 요소 구성되어 있는가?

1

2

3

4

5

12.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사회적 이슈가 본 프로그램의 학
습 내용에 적절한가?

1

2

3

4

5

13.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과 자료들은 청소년기 학
습자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

1

2

3

4

5

14.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과 자료들은 청소년기 학
습자의 관심사가 반영된 내용인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철학과
목적

5.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세 가지 행동체계(기술적, 의사소통
적, 해방적 행동체계)를 기를 수 있는가?

2.
기대하는
학습자
성과

3.
기대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5.
학습자의
요구 및
관심

기술적 행동: 조리 원리에 기초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식사를 하며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서로
이해하는 행동
해방적 행동체계: 음식과 문화에 내재된 편견을 확인하고
바꾸어나가는 행동

15. 본 프로그램은 비판적 사고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수전략을 사용
하고 있는가?
6.
교수 전략 16.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전략
을 사용하고 있는가?

4) 본 프로그램 평가 모델은 Elizabeth R.(1986)가 개발한 모델의 평가영역 10개 중 ‘관찰
된 학습자 성과’, ‘관찰된 사회적∙경제적 성과’, 그리고 ‘철학과 목적의 재진술’ 항목을
제외한 7개 평가 영역만 활용했으며, 각 영역의 구체적인 기준은 개발한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제작해 교과교육 전공 교수 1인과 교과교육 전공 석박사 2인
에게 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 90 -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학습 목표】
√ 중학교 통일교육 목표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도출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요소는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
육의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수업내용】
√ 실천적 문제가 교육 목표와 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차시별 하위 실천적 문제가 교육 목표와 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내용 요소 및 수업 내용들이 실천적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수업내용이 중학교 3학년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려운가 / 적당한가 / 쉬
운가?

√ 기타 추가하면 좋을 내용은 없는가?

【교수․학습 방법 및 학생용 자료】
√ 교수․학습 방법이 적당한가? 더 활용 가능한 다른 교수․학습 방법이 있는가?

√ 학생용 활동 자료의 형태는 적당한가? 어떤 형태의 자료가 활용도가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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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시간과 차시는 적당한가?

【차시별 수업 주제, 수업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학생용 자료에 대한 의견】
차시

주제

1-2

북한의
식생활
문화

3-4

북한의
의생활
문화

5-6

북한의
주생활
문화

7-8

남북한
소비생활
환경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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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활용】
√ 이와 같은 교수․학습 과정안이 개발되었을 때 실제로 사용할 의향이 있
는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 사용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실제로 실시한다면 수업은 몇 차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어떻게 하면 본 교수․학습 과정안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기타 의견을 꼭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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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 내용 체계 선정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 가정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발달
인간
발달과
가족
관계

생활
문화
가정
생활과
안전
안전

내용 요소

일반화된 지식

중학교(1~3학년)

자신의 발달 특징에 대한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이해와 자아정체감 형성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
은 건강하고 자주적인 삶 관계
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탐색하기
∙계획하기
∙실천하기
∙조작하기
∙활용하기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적용하기
∙종합하기
해와 바람직한 의사소통 가정
∙평가하기
으로 비롯되는 친밀한 가 ∙가족 관계
족 관계는 가족의 건강함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제안하기
∙설계하기
관리
을 유지시킨다.
∙제작하기
∙청소년기의 영양과 식행 ∙실행하기
의식주 생활 수행의 실천 동
∙판단하기
역량을 갖추는 일은 창의 ∙식사의 계획과 선택
∙조사하기
적인 가정생활 문화를 형 ∙옷차림과 의복 마련
∙추론하기
성하기 위한 기초이다.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
간 활용
개인과 가족의 안전한 삶
을 위협하는 요소를 예
방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과 태도는 가정생활의 건
강함과 질을 향상시킨다.

∙청소년기 생활 문제와
예방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
방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
∙주거 환경과 안전

관리

제한된 생활 자원을 목적 ∙청소년의 자기 관리
과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 ∙의복 관리와 재활용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는 관리는 지속가능한 삶
을 위한 필요한 생활 역
량이다.

생애
설계

전 생애 관점에서의 생애 ∙저출산 고령사회와 일 가
설계는 자신의 삶을 자립 정 양립
적으로 준비하고 의미 있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게 확장시키는 일이다.

자원
관리와
자립

기능

출처: 교육부(2015,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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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생활문화 영역별 학습 요소 및
성취기준
내용 요소

학습 요소 및 성취기준


소비생활문화

청소년기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 구매 의사 결정 과정,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자 권리와 역할, 소비자 문제 해결

[9기가03-04] 청소년기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9기가03-05] 소비자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고,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청소년의 영양,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 영양 섭취기준, 식사 구성
안, 균형 잡힌 식사, 가족의 요구 분석, 식품 선택의 중요성, 식품
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식사 계획,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조리

[9기가02-01]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 식생활 문
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행동을 평가한다.
식생활문화

[9기가02-02] 영양 섭취 기준과 식사 구성안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
사를 계획하고, 가족의 요구를 분석하여 식사를 선택한 후
평가한다.
[9기가02-10]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하
고,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활용한다.
[9기가02-11] 가족 구성원의 요구,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한 끼 식사를
계획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여 조리한 후 평가한다.
 의복 디자인 요소, 긍정적인 자기표현,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의복 마련 계획, 의복의 형태와 종류의 선택, 의복 재료의 특성,
의복의 세탁과 보관, 의복 재활용, 창의적 친환경적인 의생활

의생활문화

[9기가02-03]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
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
천한다.
[9기가02-04]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
우고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한다.
[9기가03-02]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한다.
[9기가03-03]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한 후, 이를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한다.

주생활문화



주거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생활양식,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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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가02-05] 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려
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9기가02-06]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을 탐색하여, 가족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에 활용한다.
[9기가02-1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주생활
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
생활에 적용한다.

출처: 교육부(2015, pp.17-22)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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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학생 활동지1
주제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실천적 문제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위 관심사

왜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활동A1

모둠 편성하고 역할 정하기

각자 좋아하는 것 또는 우리 모둠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것을 쓰고 그려봅시다.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통점을 찾아 우리 모둠의 이름으로 정해봅시다.

모둠의 이름

모둠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해 봅시다.

칭찬이







아주 좋은 생각
이야!
너무 멋져!
참 잘했다!
네 생각에 동감해!
00에게 박수 쳐
주자!
우린 서로 협동
을 참 잘 하는
것 같아!

역할:

이끔이






지킴이

지금부터 ~에 대
해 ~해보자.
먼저 자기 생각
을 정리해보자.
내가 먼저 말해
볼께!
과제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각자의 역할을
잘 해보자.

역할:









우리가 발표한
것을 정리해보도
록 하자.
다시 한 번 요약
해서 말해주지
않을래?
내가 정리할게!
내가 적을게!
조금 더 간단히
말해 줄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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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니 빨리
하는게 좋겠어.
발표 순서를 지
켜보도록 하자.
모두 자리에 앉
자.
모둠 규칙을 잘
지켜보도록 하자.

역할:

활동A2

긴급 뉴스 활동

긴급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금 이 시간부터 남
북한 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북한 간의 무역, 여
행뿐만 아니라 통행, 거주이전과 같은 모든 생활에 있어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1. 안내방송을 듣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가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족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가 개인이나 가족, 사회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바
꿀 것인가?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가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는 기존의 분단 상황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2. 위의 질문에 대한 모둠원들의 생각들을 토의를 통해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자. 그리고 학급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해보자.

3. 이 새로운 느낌에 대해 마인드맵과 자신의 생각, 학급 친구들의 생각을
고려하여 간단히 적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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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A2-1

전화기의 변천사

1980년대

2000년대

2017년

대부분의 집에 유선
전화기가 보급되었다.

컬러LCD로의
진화,
30만 화소의 카메라
를 장착한 통화하는
기기였다.

스마트 폰이 컴퓨터
를 대체하고 사물인
터넷을 통해 생활의
기반이 되고 있다.

2040
년
?

▸ 전화기의 변천사를 통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자.

 1980년대 유선전화기를 사용하던 생활에서 지금의 스마트 폰과 사물인
터넷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떠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까?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20년 후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까? 모둠별로 의견을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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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A2-2

독일의 통일

베를린에 장벽이 세워진 것은 1961년이었다. 1961년 8월 13일 동독이 쌓기
시작한 장벽은 서베를린을 동베를린과 주변 동독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
키는 결과를 낳았다. 콘크리트로 축조된 장벽을 따라 곳곳에 감시탑이 설치되었
다. 이 장벽은 철의 장막으로 여겨졌다. 1961년부터 1989년까지 5000여 명이
이 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가운데 100명에서 200명가량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962년 6월에는 이미 축조된 장벽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던
건물이 철거되고, ‘죽음의 지대(Death Strip)’로 불리던 무인 지대가 만들어졌다
1989년 9월 헝가리 국경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동독 주민 1만 3000명 이상이
헝가리를 지나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었다.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사람들은 부다
페스트로 이송되었는데, 이들은 동독으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하고 서독 대사관
을 찾았다. 체코슬로바키
아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뒤이어

동독

대대적인

대중

내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동독의
최고

지도자

호네커는

사임했다. 그런데도 시위
는 더 확대되어 갔고, 많
은 주민이 체코슬로바키
아를
가고자

경유해

서독으로

했다.

호네커의

뒤를 이어 등장한 크렌

▲1989년 11월 10일 아침, 베를린 장벽 위에서 장벽의 붕

츠는 사태 완화를 위해

괴를 기뻐하는 독일인들 [출처: 권형진 저. 독일사. 2005.]

난민들의 서독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상황
이 와전되고 급기야 서독 방문이 즉각 허용될 것이라는 언론의 오보까지 발생
했다. 이에 고무된 많은 동독 시민이 무력해진 국경 경비대를 뚫고 서베를린으
로 넘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베를린장벽 붕괴는 공식 연표에는 1989년 11월 9일로 기록되
어 있지만, 장벽 전체가 철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무튼 이때
를 기점으로 시민들은 해머와 곡괭이를 가지고 벽을 부수기 시작했고, 동독 정
부도 추가로 국경 초소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동서독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
크 문이 열린 것은 크리스마스를 며칠 남기지 않은 12월 22일이었다. 다음날인
23일부터 서베를린 시민을 포함해 서독 주민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동베를린
을 비롯한 동독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서해문집. 도시는 역사다. 베를린장벽 건설과 붕괴 그리고 통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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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A3

먼저 온 통일인

‘한국 온 탈북자 3만 명… 함께 살 준비 됐나’
동네 안 ‘38선’
애들도 놀이터에서 놀 때 발음이 어눌하면 아예 배제하고 놀아요. 엄마들
도 그런 애들에게 ‘새터민이야, 아니야’ 하고 확인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편이 갈려 있어요. 노인정에서도 새터민 어르신들이
남한 어르신들과 어울리기 어려우니까 아예 따로 노인정을 만들기도 했어
요.
아침에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누가 아파트에서 쓰레기봉투를 던져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꼭 탈북민이 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유독 다른
아파트에 비해 몰상식한 사람이 많으니 의심이 가는 거죠.

탈북민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곳
임대아파트엔 장애인, 치매 노인도 많이 사는데 그런 분들이 쓰레기 던지
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남한 사람들도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는데
항상 탈북민만 손가락질을 받아요.

우릴 세금 안 내고 자기들 세금이나 축내는 사람처럼 봐요. 우리도 세금
내면서 사는데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릴 대하는 게 달라요. 열심히
일하면 ‘쫓겨나지 않으려고 악을 쓴다’고 말하고, 무거운 걸 나르다 ‘아이
고, 힘들어’ 하면 ‘이럴 거면 북한에 있지 여기 왜 왔느냐’고 말해요. 그럴
때면 정말 상처를 받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지금까지 꾸며보지 못했으니 여기 와선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 밤에 동네 가까운 곳에 나갈 때에도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는 경우가 많죠. 같은 탈북민은 그냥 편하게 왔구나 이렇게 생
각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북한 여자들은 밤에도 치장하고 나간다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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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앉아서 머리 하는데 할머니들, 젊은 여성들이 들어와서 ‘연평도 봤냐.
빨갱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속을 어떻
게 알겠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다시 그 미용실을 가려니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미용실을 바꿨어요.

대량 탈북 사태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남쪽에는 3만 명의 탈북
자가 입국해 지역마다 정착해 살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
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그동안 정부의 탈북민 정착 정책 초점이 경제적 지원에
맞춰졌지만 이제는 주민 통합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할 때임을 보여준다.
-출처: 동아닷컴. 2016.07.23.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의 의식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읽고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상품이 너무 많아서 선택의 문제이지. 상점에 영어가 너무 많이 붙어있어서, 비
슷비슷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무슨 간장이 그리도 많은지. 아무 간장이면 다 되겠지 하고 사와 먹어보니 색이 너무 강
하고, 다음날은 마트에 가서 국간장이라고 써놓은 것에 또 무슨 00간장도…….
각종 가전용품을 비롯하여 야채와 과일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이름이 복잡해서
(피망이나 케일, 키위 등)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냉
장고의 냉동칸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매
번 알려 주어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헷갈리고요…. 햄버거 집에 갔을 때 샐러드라는 말도 어
려웠고… 주문할 때 내 발음이 이상하게 들릴까봐 데리버거 같은 것은 안 시키
고 새우버거, 불고기버거처럼 내가 알만한 것만 시켰어요.
중국에서는 핸드폰 가게에 가서 오백원에 핸드폰을 사요. 그리고 카드만 하나사
서 끼우면 전화가 되요. 기본료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기본료
따로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핸드폰이 왜 이리 복잡한 거예
요.
북한에서는 옷을 한 번 입으면 스타일이 얼마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 와서는…
한 번 입으면 스타일이 자꾸 바뀌고, 작년과 올해가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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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어떻게 입어야 얘네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옷인지, 어떤 걸사야 유행
에 어울리는지……. 연예인들이 목에다 뭐 걸고 나오면 그게 또 막 유행이 되고
따라가고 연예인이 무슨 바지 입으면 그 바지가 유행하고요. 이상해요. 여기는.
그냥 생각 없이 그걸 허둥지둥 따라가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20대 후반쯤 된 여자애가 높은 힐을 신고 회색 니트 파
인 거를 짧게 배꼽까지 입었는데 핫팬츠가 짧아서 엉덩이 부분이 다 보이는 거
예요. 진짜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민망한 거예요. ‘이런 옷차림도 허용이 되서 입
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좋은 나라구나.’ 하면서도, 안 좋게 생각을 하면 ‘참 썩었
구나. 너네 부모님 있니?’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 출처: 손상희(2013). 북한이탈 청소년의 소비생활 정착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윤선길, 정기현, 지원배(2008). 북한이탈주민의 광고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기춘 외(2001),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이기춘, 나종연(2007).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과 남한에서의 소비생활경험 연구.

▸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인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생활문화
와 관련한 어려움들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 안에 스스로 쳐놓은 철조망은
없는지, 통일 시 겪게 될 문제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우리 생활문화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대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문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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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A4

남북한의 언어

남북한의 생활문화 관련 언어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밥상칼

나이프

가루우유

분유

내밈대

베란다

랭동고

냉장고

때살

살코기

계단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농마

녹말

닭곰

삼계탕

차마당

주차장

닭알두부

달걀찜

얼음보숭이

아이스크림

살림집

주택

료리차림표

메뉴

둥글파

양파

나들문

출입문

오리

면발, 사리

뜨더국

수제비

창가림막

커튼

알밥젓

명란젓

맛내기

조미료

위생실

화장실

물고뿌

물컵

튀긴고기떡

어묵

공기갈이

환기

락제국

미역국

칼제비

칼국수

냉동기

냉장고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通 (http://nkinfo.unikorea.go.kr/)

1. 다음 대화를 우리가 쓰는 언어로 다시 바꾸어 써보자.

여기는 나뉜 옷이나
외동복은 없나봐.
깨진 바지나 땡빼바지만
있네.

이런 나리옷은 어때?
난 이 양복적삼이 마음에
드는데……. 주체섬유로 지
은 옷이니까 화학빨래집에
맡기면 되는 건가?

글쎄…….
참! 이 통장갑이 따슴성이
좋더라고. 둥글모자도 참
귀엽구나.

[예시답안]
여기는 투피스나 원피스는 없나봐. 찢어진 청바지나 스키니진만 있네.
이런 드레스는 어때? 난 이 블라우스가 마음에 드는데…….
합성섬유로 지은 옷이니까 세탁소에 맡기면 되는 건가?
글쎄……. 참! 이 벙어리장갑이 보온성이 좋더라고. 베레모도 참 귀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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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의 언어를 살펴보고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북한 언어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자.
[예시답안] 남한의 언어는 영어와 같은 외래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의 언어는 모양이나 특징을 풀어서 표현하는 언
어로 바꾸어 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누구
나 이해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

3.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문화 관련 외래어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우리말로 바
꿔 다시 표현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언어생활이 주는 특징에 대해 생각해보
자.
 S. P. A 브랜드

 터틀넥

 클리어런스

 메이커

[예시답안] 실제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면, 머플러는
목도리로, 스키니진은 맵시청바지로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
국어원에서 다양한 의생활 용어를 찾아 활용 가능하다.

4. 다음 읽기를 읽고, 우리말로 고쳐보자.
나는 오늘 일찍 모란봉으로 학교 들모임(
이라 어머니를 졸라서 곽밥(

)을 나갔다. 모처럼 나들

)을 싸고 단물(

을 싸가지고 갔다. 친구들은 남새(

)와 인조고기(

음식부터 고기곁빵(

), 낙지(

)을 넣은 기름밥(
식으로 사탕가루(

)과 소젖(

)과 가락지빵(

)

)가 가득한
)로 만든 순대, 닭알(

)까지 다양한 음식을 싸왔다. 선생님께서는 간
)가 잔뜩 뿌려진 설기과자(

)를 주셨다.

단맛을 좋아하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꼬부랑국수(
) 대신 빵과 같이 먹을 딸기단졸임(

)을 사가야겠다.

[예시답안]
들모임-소풍, 곽밥-도시락, 단물-주스, 가락지빵-도넛, 남새-채소,
인조고기-콩고기, 고기곁빵-햄버거, 소젖-우유, 낙지-오징어, 닭알-달걀,
기름밥-볶음밥, 사탕가루-설탕, 설기과자-카스텔라, 꼬부랑국수-라면,
딸기단졸임-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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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리하기
1. 왜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2.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통일공동체를 형성한다면 건강한 통일공동체가 형
성될 수 있을까?

3. 수업을 통해 건강한 통일공동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과제>
건강한 통일공동체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 공동체를
말한다.

생각 정리

남북한 문화의 차이(3분 8초)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106 -

<부록4> 학생 활동지2
주제
실천적 문제
하위 관심사

활동B1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와 관련한 태도와 규범의
개발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가?

자장면

1. 자장면을 보았을 때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2. 학급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장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나와
같은가요, 다른가요?

3. 자장면에 대한 학급 친구들의 반응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각각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자장면에 대한 이런 다른 태도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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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1-1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

국수는 맑게 먹어야지. 까맣고 걸쭉한 국수를 어
떻게 먹니?
우리 배도 고픈데 자장면이나
시켜먹을까?

도대체 왜 떡에 고춧가루를 묻혀서 먹니? 떡에 붉
은 반찬양념이 묻으면 깨끗하지 않을 텐데…….
앗!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다!

1. 위의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우리의 몇몇 음식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체적인 태도는 어떠한가?

 왜 북한이탈주민들의 태도는 우리만큼 긍정적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러한 음식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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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B2

맛보기 실험
북한의 Best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사진 출처] 데일리NK. 2011.08.03. 北주민, 보양
식으로 삼계탕 대신 000먹는다.

[사진 출처] 열린북한방송.

[사진 출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e행복
한통일. 28호. 2015년 5월호.

1. 위의 음식들을 맛보기 전에 다음 표의 질문들에 대해 생각을 적어보자.
음식명

이 음식에 대한

이 음식을 전에
먹어본 적이 있나요?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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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음식을 시식해보고 모둠활동을 통해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의 반응들을 보고 어떤 점을 알게 되었나?

 이 활동을 하면서 나와 학급 친구들의 태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태도는
무엇인가?

 다른 친구들이 먹어보려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음식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음식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이 활동을 통해 음식에 대한 규범이나 태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들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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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식을 마치고 모둠별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논의해 보자.
 개인과 가정,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에 대한 규범이나 태도에는 어
떤 것들이 있나?

 생활문화에 대한 규범과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나?

 모든 생활문화의 규범과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가?

 특정 규범과 태도는 다른 규범이나 태도에 비해 우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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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2-1

북한의 음식을 소개합니다.

❛토끼곰❜

[사진 출처] 데일리NK. 2011.08.03. 北주민, 보양식으로 삼계탕 대신 000 먹는다.

음식 소개
북한사람들은 삼계탕을 모른다. 북한에서는 닭곰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곰’하면 몸보신 음식이라는 의미이다. 가장 많이 먹는 보신음
식은 닭곰과 토끼곰이다. 이렇게 만든 곰들은 그야말로 푹 삶아 만들기 때문
에 뼈까지 흐물흐물해져서 버리는 것 없이 거의 다 먹게 된다.
토끼곰은 토끼고기 안에 밤, 대추, 검은콩, 황기 등을 넣고 삶아 먹는 요리
로, 북한 주민들은 매년 정해진 양의 토끼 가죽을 바치기 위해 집집마다 토끼
를 길러야했다. 토끼를 키우는 데는 특별히 돈이 들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시골에서만 자라는 닭을 대신해 북한 주민들의 대중적인
보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부위별로 요리하는 한국의 토끼고기와는 달
리 북한에서는 토끼를 통째로 삶아 먹는다. 북한 주민들은 고기를 발라 먹은
뒤에도 토끼 뼈를 계속 국물로 우려내 사골 국물처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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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손질된 토끼고기, 불린 찹쌀, 황기, 대추, 검은콩

조리 방법
1. 닭백숙을 할 때와 같이 토끼고기를 내장을 제거한 뒤 깨끗이 씻는다.
2. 토끼 속에 검은콩과 찹쌀, 황기, 대추 등의 재료를 넣는다.
3. 솥에 토끼고기를 넣고 중불에 1시간 정도 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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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2-2

북한의 음식을 소개합니다.

❛인조고기밥❜

[사진 출처] 열린북한방송.

음식 소개
인조고기 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와서 가장 먹고 싶어 하는 음식
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 값이 싸기 때문에 누구
나 흔하게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왜 북한사람들은 인조고기밥
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조고기는 진짜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라고 이름 붙여진 것 중에 가장 싸고 조리법도 쉽기 때문이다. 인조고기
로는 인조고기 무침, 인조고기밥, 인조고기 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
기가 쉽고 그냥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디서나 가장 싸고 흔한
음식이다. 인조고기에 밥을 넣고 양념을 바르면 환상적인 맛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 된다. 인조고기밥 3개를 먹으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한 끼
식사가 되고 매콤한 맛이 미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은 즐겨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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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인조고기, 밥, 식초, 설탕, 소금, 고춧가루

조리 방법
1. 인조고기를 10cm 길이로 찢어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2. 데친 인조고기가 서로 달라붙지 않게 찬물에 헹궈주세요.
3. 인조고기의 물기를 꽉 짜주세요.
4. 식초, 설탕, 소금, 고춧가루를 함께 넣고 버무려 양념장을 만든다.
5. 인조고기에 밥을 넣은 후 양념장을 얹어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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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2-3

북한의 음식을 소개합니다.

❛펑펑이 떡(속도전 떡)❜

[사진 출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e행복한통일. 28호. 2015년 5월호.

음식 소개
속도전 떡은 '속도전가루'를 물에 반죽해 먹는 음식으로 만드는 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까닭에 속도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야말로 최고의 '속도'가 맛
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속도전가루를 '강냉이변성가루'라고도 하
는데 옥수수를 높은 압력과 열 속에서 쪄서 가구로 만들기 때문에 따로 익히
지 않고도 떡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북한에서는 워낙 옥수수를 많이
먹다보니 옥수수 가공 기술과 함께 옥수수를 재료로 해서 만든 음식이 발달
해 있다.

재료
옥수수가루 300g, 볶은 콩가루 80g, 물 150cc, 설탕 1작은 술, 소금 1작은술

- 116 -

조리 방법
1. 옥수수가루를 볼에 담고 설탕, 소금을 넣는다.
2. 1에 미지근한 물을 넣어가며 익반죽하여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식감을 더
하기 위해 계속 치댄다.
3. 완성된 반죽을 한입 크기로 떼어낸 뒤 손에 굴려 동그랗게 만든다.
4. 3에 콩가루를 굴려가며 묻혀내고 보기 좋게 그릇에 담아 상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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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B3

생활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내부적 요소>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인적 요인들은 우리의 생활문화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요구: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 욕망: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것
- 선호: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어떠한 것을 더 좋아한다는 생각
- 가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 방법에 대한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
준이나 표준

1. 내부적 요소 외에도 나의 생활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외부적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지 다음 질문에 답하며 생각해보자.
 ‘압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상생활에 있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압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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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둠별 토의활동 발표를 듣고 우리의 생활문화 태도는 어떠한 압력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사회적 압력

개인적 압력

 모둠활동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적 압력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압력들 중 어떠한 것이 우리의 생활문화의 태도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압력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이러한 압력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어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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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B4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마인드맵을 통해 정리해보자. 하위 요
소의 원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더 그려 넣을 수 있다.

생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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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4-1

북한의 식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름진 맛과 매운맛은 북한음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남한의 음식이 북한에
비해 달고 맵고 양념이
진하면서도 싱거워요.

난 옥수수밥보다 쌀밥이 좋아
요.

- 출처: 이기춘 외(2001).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p.252,
김묘정(2010). 북한이탈주민의 식습관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북한음식의 특징
북한은 남한에 비해 날씨가 춥고 산세가 험해 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용한 음식
을 많이 먹었다. 대량으로 재배되는 채소가 없어 소량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은
음식이 발달했다. 산간지대에서는 물이 부족해 동물의 피를 이용한 음식을 예부터
즐겼다. 함경도는 백두산을 비롯해 개마고원이 위치한 산간지대다. 밭농사 위주로
농업이 이뤄지며 북한 내에서 콩의 품질이 뛰어나고 잡곡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은 간이 짜지 않지만 고추, 마늘 등을 넣은 양념을 강하게 쓴다.
고춧가루 양념을 뜻하는 다대기란 말은 함흥도 사투리에서 유래했다.
김치 역시 우리와는 조금 달라 멸치젓, 새우젓 같은 젓갈류보다는 돼지고기, 쇠
고기 국물을 주로 사용하며 매운 맛이 덜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양념을 적
게 쓰고 국물을 많이 부어 담백하게 만드는 동치미는 북한의 서늘한 기후를 반영
한 대표적인 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도는 한반도에 북서쪽에 위치하면서 동쪽은 산이 험하지만 서쪽은 평야가
넓어 곡식이 많이 생산된다. 서해안과 접해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다. 예부터 중국과
교류가 많아 음식도 큼직하고 푸짐해서 먹음직스럽다. 특히 겨울 음식이 다른 지역
보다 발달해 있다. 기름진 육류음식을 즐겨 먹고 밭에서 나는 콩과 녹두로 만드는
음식이 많다.
북한의 식량난과 새로운 먹거리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다양한 대용식품과 채소류, 밀가
루, 풀뿌리 등으로 만든 이색 먹거리 역시 북한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고 있습니다. 옥수수가루와 잡곡가루를 섞어 쌀 모양으로 만든 옥쌀, 나무껍질을 갈
아 옥수수가루, 감자가루를 섞어 만든 혼합국수, 옥수수 가루를 가공해 물에 타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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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만든 속도전가루 등이 대표적인 대용식품입니다. 그밖에도 보리밥, 옥쌀밥
등에 콩비지와 나물을 섞어 만드는 남새밥, 쌀에 볶은 김치를 넣고 짓는 김치밥, 소
나무 속껍질인 송기에 밀가루를 섞어 만드는 송기떡, 옥수수 껍질 가루로 만드는
강냉이쌀겨죽, 옥수수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지게미를 섞어 짓는 지게미밥 등
생소한 음식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통일신문. 2004.04.02. 북한의 식사예절.
엠디팩트. 2015.09.02. ‘딱’ 소리 나는 북한음식 … 심심하지만 산뜻해.
국가지식포털. 2009.06.19. 닮은 듯 색다른 매력을 간직한 북한의 음식 문화.
북한전략센터. 2014.03.26. [남북돋보기] 남한과 북한의 음식 문화는 어떻게 다를까?

▸ 위의 글을 읽고, 북한의 식생활문화의 특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찾아 적어보자.
경제적 요인

기후적 요인

식량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남한보다 평균 기온이 낮고 춥다

있다.

î

í

<북한의 식생활문화의 특징>
[예시답안]
- 남한에 비해 음식이 싱겁고 덜 자극적이다.
- 향토 음식이 발달하였다.
- 밭농사가 발달하여서 옥수수나 감자를 활용한 음식이 발달하였다.
- 음식이 큼직하고 푸짐하다.
- 옥수수껍질, 나무껍질 등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하였다.

ì

ë

지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평야보다 산지가 많다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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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4-2

북한의 의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여정 손수건 팔찌, 이설주 킬힐 … 평양 여성 '패션 아이콘'

▲북한 여성들의 패션을 이끌고 있는 이설주(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부인․사진 왼쪽), 굽 높은 킬힐도 유
행이다(사진 오른쪽). [출처: 중앙포토, 조선신보]

▲머리의 옆과 뒤를 짧게
자른 패기머리의 김정은

▲북․중 국경지역 여군들도 소총을 매고 하이힐을 신고
순찰하고 있다(사진 왼쪽), 복합문화센터인 창광원에선
최신 스타일로 손질하는 남성들로 붐비고 있다(사진 오
른쪽). [출처: 중앙포토, 조선신보]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양에서 요즘 가장 뜨는 놀이공원은 중구역에 자리한 능라인민유원지입니다.
얼마 전 이 곳을 김정은의 여동생 여정(25)과 10여명의 친구들이 다녀갔다고 합
니다. 긴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팔목에는 손수건을 감고 있었다고 하는
데요. 그 뒤 평양 시내에선 여학생들이 팔목에 손수건을 감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 당국이 입수한 최신 첩보파일에 담긴 스토리인
데요. 그만큼 평양 로열패밀리의 핵심인 김여정의 패션 스타일이 주민들에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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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동갑내기인 김여정과 이설주는 평양 특권층 여성들의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
는 쌍두마차 역할을 합니다. (…중략…)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도 올 여름 패션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평양 보통강신발공장 구
두를 신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 실렸는데,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국 여기자들 사
이에서 화제가 될 정도였죠. 무엇보다 10센티미터는 넘을 법한 ‘킬 힐’이 눈길을
끕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0년대 “하이힐이 건강에 좋다”며 권장한 일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건강상식과 거리가 있지만 최고지도자의 이런 ‘교시’ 덕분에
하이힐이 북한에 안착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세련된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핫핑크의 큰 백을 든 모습은 ‘북한 사람이 맞나’하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멋내기에는 남성들도 뒤지지 않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패기머리’로 불리
는 헤어스타일이 유행인데요. 옆머리와 뒷머리를 삭발에 가깝게 짧게 자르고 윗
머리만 길게 남긴 모습입니다. 90년대 북한에서 잠시 유행하다 사라진 이 머리
모양이 다시 등장한 건 김정은 때문입니다. 조총련 잡지 ‘조국’ 8월호는 “김정은
을 따르려는 열광적인 숭배심이 낳은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종합
대 학생인 이정철(27)은 인터뷰에서 “젊고 활력 넘치는 원수님의 모습에 매혹됐
다. 외모부터 그대로 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국 BBC의 보도는 조금 다
르군요. 북한 당국이 대학생들에게 김정은처럼 머리를 깎으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니 자발적인 유행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 출처: 중앙일보 북한네트. 2014.08.13
http://nk.joins.com/news/view.asp?aid=15093664&cont=news_cultu
엄격한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은 배급제도와 중앙계획에 따라 규정된 생산 및
공급기준 때문에 단순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멋, 유행
등이 중시되는 남한과 달리 노동에 편리한 실용성에 중점을 둔 패션이 널리 통
용되고 있다.
세계가 개방되고 닫힌 북한 사회에도 서구 문물이 중국을 통해 조금씩 유입
되게 되면서, 1990년대 초반 이후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미니스
커트 등 서구의 유행을 반영한 옷들이 일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본
주의 사조 침습'을 통한 사상적 해이를 우려한 북한 당국에 의해 엄격한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김정희(가명)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정서
와 취미마저 수령을 본받아야 해서 주민들은 더욱 ‘집체주의화’ 될 수밖에 없어
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튀는 외모는 사상적 변질로까지 의심받아 혹독한 비
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패션’은 의복의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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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
발의 일정한 형식을 넘어 한 개인의 사상과
국민의 일체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도구로 기
능하며 국민 통합을 유도하는 통제 도구가
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에서 옷차림을 통제하는 이유는 옷차
림에 도덕성과 의식이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
이다. 옷이 그 사람의 정신상태, 심리상태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도 해이하다고 보는
것이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옷차림’을 통해 미
감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산다는 것은 호화롭고 방탕하
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있는 것을 가지고 깨끗하고 알뜰하게 입는 것이
라고 하였다.
-출처: 「e행복한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27권, 2015년 4월호.
김민하(2016). 북한이탈여성의 의생활에 관한 연구.
북한전략센터. 2014.06.17. 평양의 눈-[북한설명서]북한의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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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을 읽고, 북한의 의생활문화의 특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찾아 적어보자.
사회 이념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주의적 체제로 인한 집단주의

규정된 생산 및 공급기준,

배급제도, 엄격한 통제와 단속

노동하기에 편한 옷, 실용적인 옷

î

í

<북한의 의생활문화의 특징>
[예시답안]
- 도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 개성을 나타내기보다 같은 옷을 입는 것을 선호
한다.
- 지도층의 옷차림을 따라하는 유행이 있다.

ì

ë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꾸미거나 장식하고 싶은 욕구,

중국문화의 영향

다른 사람들 속에서 튀지 않으려는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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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4-3

북한의 주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궁이에 불 때서 밥을
안 해도 되고, 빨래도 기계에
넣으니 얼마나 신사적이야

높은 데 사는 사람은 불쌍하지.
내가 아는 인민배우는 15층에 사는
데, 거기까지 자전거를 지고 왔다 갔
다 해. 얼마나 불쌍해?

고층아파트가 좋은 기네?

북한의 이사
북한에는 이사철이라는 것이 없다.
북한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
이다. 북한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
가 허용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
가 있다. 그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앞
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자연스
럽게 거주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
한에서도 간부들이 보직이동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사를 한다. 그러나 북
한의 일반주민들은 자기의 의사나 적성과 상관없이 당국에서 배치하는 직장에
가서 일해야 한다. 도중에 마음대로 직업을 옮길 수 있는 자유도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 철
저하게 거주지별로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이사를 할까? 북한에서는 이사를 하려면 먼저
각 시ㆍ군 인민위원회 ‘주택배정과’라는 부서에 가서 주택사용을 허락한다는 증
서, 즉 ‘주택사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배정과는 명칭 그대로 주민들에게
새로 지은 주택을 배정하거나 기존 주택의 사용권을 조절하는 국가기관이다. 주
택배정과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그 주택
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배정과가 허락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사용
권이지 주택소유권은 아니다. 주택을 비롯한 북한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100% 국가소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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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들어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주택거래소’를 별
도로 설치하였다. 주택배정과는 새로 지은 주택 배정 업무만을 하도록 하고, 주
택거래소는 기존주택 사용권 거래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거래소는
개인들로부터 주택사용권 매매를 위탁받아 이를 가운데서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최근 평양의 고급 아파트 1채 가격이 30만 불씩
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사용권에 대한 매매가격이다.
아파트와 주택만 있는 북한
우리나라의 주거시설은 아파트
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빌라나
연립주택, 상가주택 또는 주상복
합아파트 등 표현이 다양하다. 그
렇지만 북한에서 주거시설에 대한
명칭은 ‘아파트’와 ‘주택’이라는 두
가지 표현밖에 없다. 2층 이상 되
는 주택(연립주택)은 무조건 아파
트라고 하고, 단층짜리 주택의 경
우에는 그냥 주택 또는 단층집이라고 하며 ‘땅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층짜리
이면서 1자로 길게 여러 가구가 붙어 있는 주택은 하모니카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모니카집’이라고도 한다.
평양이나 함흥ㆍ원산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은 편이지만, 중소도
시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단층주택이나 2~3층짜리 연립주택이 대부분이다. 그
것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까지 층수가 높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강재와 시멘트
도 많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
다.
아파트에 아궁이가, 방안에는 텐트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주거환경은 한마디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무
엇보다 불문하고 난방이 가장 큰 문제다. 보통 평양과 대도시에는 화력발전소
또는 자체 보일러를 돌려 난방을 보내주고 있으나, 연료난으로 발전소나 보일러
가동이 제대로 안 되서 난방 또한 정상적으로 보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난
방이 안 될 경우 불을 때서 방을 덥히기 위해 아파트에 아궁이를 만드는 것이
다. 아궁이가 없는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이 공급되지 않으면 집안에 비닐텐트를
설치한 다음 있는 옷을 모두 입고 온 가족이 텐트 안에 들어가 서로 부둥켜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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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으로 텐트 내부를 덥히면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문제도 큰 애로사항이다. 일반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전
기가 오지 않아 서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고층에 집을 배정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층에 살려고 한
다. 단전(斷電)이 자주 되고 단전시간도 길어 냉장고가 거의 필요 없다. 그래서
몇 시간 단전이 되어도 빨리 녹지 않아 식품이 덜 상하는 냉동고가 인기 있는
제품이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열기와 같이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가전제
품은 아무리 추워도 당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한다.
물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전기를 비롯
한 각종 물자의 부족으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먹는
물만 겨우 공급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가까운
곳에 가서 지하수를 떠서 들고 아파트를 올라가
야 한다. 그래서 샤워는 물론 화장실 사용도 거
의 불가능하다. 겨울에 더운 물이 나온다는 것
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겨울에 더운
물이 나오는 아파트는 최고위급 간부들이 사는
고급아파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냄비에 물을 조금 끓여 거기에 찬물을 약간 섞
은 다음 그 물에 적셔낸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는 식으로 샤워를 대신한다.
-출처: 「e행복한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10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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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을 읽고, 북한의 주생활문화의 특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찾아 적어보자.

사회 이념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주의적 체제로 주택과 토지는

난방, 전기, 물 등의 공급이 어려움

국가가 소유함

î

í

<북한의 주생활문화의 특징>
[예시답안]
- 주거의 소유개념이 없고 사용만 가능하다.
- 고층아파트보다 단층의 주택을 선호한다.
-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서 이사를 잘 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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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리하기
1. 이번 시간에 배운 활동들은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나요?

2.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에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나요?

3. 이번 수업을 통해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들/우리 사회가 해
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생각 정리

봄순이가 스카우트 단복에 반한 이유(5분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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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학생 활동지3
주제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실천적 문제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위 관심사

활동C1

스스로 세운 철조망으로 갈라진 사회

이미 존재 이유가 사라진 낡은 철책이 습관처럼 사람과 강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철책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역시 40여 년간의 단절이 몸에
밴 듯 무심히 지나친다. 차단된 시간이 길어진 만큼 분단은 기정사실로 굳어졌
다. 단절의 일상화. 철책의 가장 무서운 본질이다. 철책은 군부대나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나와 남, 내 것과 네 것 사이에 철책을 세우고
담을 쌓는다. 세대 간 계층간에도 높고 질긴 단절의 철책이 존재한다. 개인의 재
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철조망을 두르는 경우는 주위에 흔하다.
재산 위한 철조망
3주전, 경기 파주 심학산 둘레길을 걷던 심모(74)씨는 산책로 입구를 네 곳이
나 가로막은 가시철조망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인근 군부대의 훈련용으로 생각
하고 발길을 돌렸지만 나중에야 둘레길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려 철
조망을 친 사실을 알았다.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탐방객들을 볼모로 이익을 얻으
려는 행태가 못마땅했다. 심씨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철조망은 점점 늘어
날 것 같다” 며 걱정스러워했다.
계층을 구분하는 울타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리기 위해 담장을 쌓기도 한다. 서울 길음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이에 높은 울타리가 쳐 있
다. 좁게나마 나 있던 쪽문도 15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막혔다. 집값 하락
을 우려한 일반 분양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지 10여 년째
다. 당시 강력하게 항의하며 소송까지 냈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벽으로 막힌
문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실 통로 바로 앞이 주차장이라 애들 다
니기에 위험하긴 하다”며 말끝을 흐린다. 높은 울타리와 콘크리트 벽으로 인한
단절이 지속되면서 계층 간의 격차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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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

▲아파트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기 위
한 스크린 도어

대화와 소통 부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금, 자신부터 주변에 얽어놓은
단절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일보. 2014.06.25.

1. 신문기사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신문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재의 문제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더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사람들은 더 바람직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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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행동이 우리 사회에 계속된다면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결과를 예측해보자.

행동

선택한 태도의 결과
나

가족, 사회

단
재산 위한 철조망 기
장
기
행동

선택한 태도의 결과
나

계층을 구분하는
울타리

가족, 사회

단
기
장
기

3.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는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모둠별로 가장 바람직한 목표를 선정해보자.
바람직한 목표

현재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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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C1-1

명순 씨 이야기

다음 만화를 보고, 빈 칸에 들어갈 말풍선을 채워보자.

더운 여름 생활쓰레기 배출이 제대
로 되고 있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악
취가 심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
속되고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주의
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가지고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난리를 부리지?
쓰레기가 다 같은 쓰레기지…….
돈 아깝게 무슨 봉투를 사라고 하는
지, 어떻게 분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
겠고.......’

사실, 명순 씨의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줌마, 그렇게 버리시면 안돼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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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를 채운 후 각 모둠의 이야기를 발표해보자. 그리고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들은 뒤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둠별로 의견을 나누어 적어보
자.
[예시답안] 처음에는 단순히 쓰레기 분리수거가 귀찮아서 버린다고 생각
했다. 그래서 우리 모둠은 경비아저씨가 과태료를 매긴다는 종이를 건넸다
고 생각했다. 그러나 명순 씨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분리수거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시답안]
아침부터 아파트 방송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 생활쓰레기 배출이 제대
로 되고 있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심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올라
오고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씨는 아파트 방송에 뜨끔합니다.
‘쓰레기 가지고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난리를 부리지? 쓰레기가 다 같은 쓰
레기지……. 그리고 돈 아깝게 무슨 봉투를 사라고 하는지, 어떻게 분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명순 씨는 방송에 아랑곳 않고 자신은 자신의 식대로 계속해서 하겠다며 혼
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명순 씨의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남한사람처럼 정착을 잘해서 살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쓰

레기 버리는 법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막상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 보고 싶어
도, 혹시 그러다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들킬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
입니다.
오늘도 명순 씨는 밤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갑니다. 마침 순찰을 돌고 있던
경비원 아저씨가 달려와 명순 씨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줌마, 그렇게 버리시면 안돼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명순 씨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어떻게 버리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요.”
경비원 아저씨는 명순 씨의 말투를 듣고 그 사정을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명순 씨는 경비원 아저씨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날
부터 동에서 가장 분리수거를 잘하는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 출처: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길라잡이 - 친절하게 알려주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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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비생활환경

자료C2-1

- 장마당 세대는 기성세대와 어떻게
다른가요?
☞ 장마당 세대는 1980~1990년대에
북한에서 태어나고 ‘고난의 행군’을 경
험한 세대예요. 자립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정부에 대한 소속감이 옅어
졌지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장사’를 중시하는 만큼 시장 친화적이
고 개인주의화되었어요.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의 한 시장.

- 장마당 세대에게 고난의 행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남한이 경제 상황을 IMF 전후로 나누듯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나누
어요. 고난의 행군이란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했던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말하지요. 1992년부터 배급양이 줄었고 1996년부터는
아예 끊겼어요. 1997~1998년이 가장 큰 고비였는데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태반이
었어요. 1999년부터 사람들은 각자 생존방식을 찾기 시작하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
었어요.
- 장마당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 남한 5일장처럼 북한도 지역마다 농민 시장에서 10일장이 열렸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매일 열리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부터 장마당 없인 생계를 이어
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당국에서 일일이 다 막지는 못해요. 북한의 잦은 화폐개혁으
로 장마당 가격체계는 국제시장 가격대로 움직이지요. 가격 체계만 놓고 보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일 거예요.
북한도 1980년대부터 농민시장이 ‘장마당’으로 변화하면서 가격의 자유화와 경쟁
이 발생하면서 이미 자연적으로 원시적 형태의 광고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에 본격적인 상업광고는 아직 없다. 잡지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상업광고라야
단지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여 상품판매를 촉진하는 광고 산업까지 이르기에는 아
직 멀어 보인다. 북한에서의 광고는 아직도 당 시책을 알리거나 주민을 동원, 선동
하는 캠페인성 정치광고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문제나 문화적
차이,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남한의 광고를 이해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주간조선 2396호. 2016. 2.29. 북한 장마당 세대가 말하는 ‘2016 한국과 북한’.
윤선길, 정기현, 지원배(2008). 북한이탈주민의 광고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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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C2-2

북한이탈주민과 광고

[연구 결과 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광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

광고 종류

V8 토마토주스

옥시크린

이가탄

광고 이해도

5점

5점

5점

5점 - 옥시크린으로

4점 - 잇몸이 아플

빨래를 하면 잉크로

때 이가탄을 먹으면

얼룩진 옷이 깨끗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다

치료가 된다

5점 - 옥시크린으로

4점 - 이가탄을 먹으

빨래를 하면 흰 옷

면 딱딱한 오징어나

은 더욱 하얗게 된

옥수수도

다. 5점

먹을 수 있다

5점

-

이

주스는

100% 토마토로 만
들어졌다
상품의 속성
4점 - 이 주스는 여
자를 아름답게 만든
다

막

광고 선호도

4점

5점

5점

구매 의도

5점

5점

5점

분석 결과

- 주스류 광고의 허

-광고 메시지에 의해

위주장인 100%라는

호의적인

표현을 그대로 받아

와 높은 구매의사를

들이고 있다.

보였다.

-

아름답게

-이런 유형의 광고에

한다는 메시지에 취

의해 북한 소비자들

약하며, 오인할 가능

이 오도될 가능성이

성이 높다.

높다.

주스가

제품태도

씹어

-모두 광고에서 이야
기하는 내용을 그대
로 믿고 있는 편이
다.
-약품 광고로

인해

잘못된 의료 지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하는 제품이 처음 보는 것이 많다.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소비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남한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억양, 외래어가 어렵게 느껴진다.
 광고의 내용이나 큰 자막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광고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남한의 광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 출처: 윤선길, 정기현, 지원배(2008). 북한이탈주민의 광고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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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C2

북한에도 '상업 광고'가 있다?(5분 54초)

▸ 동영상을 보고 북한 광고의 특징을 적어보자.

-출처: TV조선. 2013.01.20. [남북의 징검다리] 북한에도 '상업 광고'가 있다?(5분
54초)

1. 광고 목적은 어떠한가요?
[예시답안] 체제선전용,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광고 내용은 어떠한가요?
[예시답안] 제품의 맛, 정보, 생산과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광고 방송의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시답안] 3분 정도 이루어진다.

4. 광고에 대한 느낌, 특징은 어떠한가요?
[예시답안] 광고 속 문구가 크고 느려서 읽기 쉽다, 광고 시간이 길어서
짧은 광고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답답한 느낌을 준다.

5. 우리나라 광고와 비슷한 점은 무엇이 있나요?
[예시답안] 광고 속에 사회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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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예시답안] 북한의 소비자들은 빠르고 감각적인 남한 광고에 무방비 상태
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광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나 대처가 미숙하여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허위나 과장 광고와 같은
종류는 북한 사람들에게 광고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감, 남한사회와 남한사람에 대한 혐오감 등으
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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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C3

바람직한 행동

모둠별로 바람직한 행동을 표현하는 만화나 그림을 만들어 발표해보자.

▸ 모둠별 만화 또는 그림을 완성시키고 난 후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우리 모둠의 만화 또는 그림은 어떠한 행동을 표현하고 있나요?

 왜 우리 모둠은 이 행동이 더 낫다고 느끼나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지속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까요?

 이 만화나 그림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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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C3-1

정보 수집하기

동영상이나 초청연사, 웹정보 검색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한다. 그리고 다음 표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
를 재구성하도록 한다.

대체 방안
1.

특정상황에서
선택한
대체 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사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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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나 가치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결과들

자료C3-2

통일공동체

남북엄마 공동 육아… 땀 흘리며 공동작업… 허물어진 ‘38선’
서울 한 주택가

빌라엔 일주일에 몇 차례씩 남한과 북한 출신 엄마들이 함께

모인다. 이 집의 이름은 ‘친정집’이다. 이곳에선 남북한 엄마들이 서로 마음을 합쳐
만들어가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오후가 되면 서너 살 아이에서부
터 초등학생들까지 엄마를 따라 이곳에 모여 형, 동생, 언니, 누나, 친구가 된다. 엄
마들은 엄마들대로 글쓰기 모임, 발표 모임 등을 진행한다. 이곳에서 만난 회령 출
신의 40대 탈북 여성은 “제가 사투리를 써도 이곳 엄마들은 잘 들어주니 마음이
편하다”며 “한국에 와서 홀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곳에선 친정집처럼 푸념도 할 수
있어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어울렸던 것은 아니다.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한 아이가 북한 사투리가 심하니 애들이 자꾸 그 아이를
따돌리는 거예요. 애들이어도 참 밉더라고요. 왜 따돌리냐고 물었더니 ‘쟤는 전쟁을
하는 나쁜 나라에서 왔잖아요’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 놓고 엄마
아빠의 고향을 다 말하게 했어요. 중국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다 달랐어요. 아이들
에게 부모들은 다 다른 고향을 갖고 있다고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이후 애들이 달
라졌어요.”
-출처: 동아닷컴. 2016.07.23.

활동 정리하기
1. 이번 시간에 배운 활동들은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나요?

2.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나요?

생각 정리

뽀로로와 친구들(4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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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학생 활동지4
주제
실천적 문제
하위 관심사

동영상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하기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EBS지식채널e - 어떤 시민(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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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D1

지적 사회적 기술 점검표

수업 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적 사회적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기평가를 해보자.

평가문항
[문제인식하기]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생활문화 속의 의미, 고려사항에 대하여
- 균형 있게 보기
- 광의의 중요한 가족의 관심을 결정하기
- 차이, 모순을 분석하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공동체 형성에 대한
태도와 규범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 개념 분석
- 사고, 태도, 규범에 대한 의미 탐색
- 문제의 맥락에서 정보를 해석하기
[행동의 결과, 파급효과] 식품소비 패턴에 대한
가족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 가치 충돌의 해결
- 비판적 인식
- 결과의 평가
[대안적 방법 찾기] 식품 획득을 위한 가족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 합리적 판단
- 신중한 행동을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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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사용할 수
없다

약간
사용할 수
있다

매우 잘
사용할 수
있다

활동D2

실천적 추론 점검하기

목표로 하는 가치

가족의 관심사

맥락

방법

결과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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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D2-1

실천적 추론 점검표

가족의 관심사

목표로 하는 가치

실제적인 욕구에 의한 걱정이나
문제를 묘사한다.
- 통일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에 초점을 두었는가?

목표와 구체적 목표를 검토한다.
- 성취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 장기적인 결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우리는 특정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맥락

방법

목표달성을 위해 가능한 의미,
행동전략 정보를 이용한다.
- 통일공동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가?
-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이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가?
-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

-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정보를 해석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고려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한 행동을 취했을 때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떠한 상황과 맥락적 요소가 우리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어떠한 요소
가 도움이 될까?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자원 안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결과

-

과정과 행동의 결과들을 고려
우리가 이 행동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정보가 유용한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
들여질 것인가?
이 행동의 긍정적, 부정적, 장단기적 영향은
무엇인가?
이 행동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떤 결론이 우리의 목표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가?
판 단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옳고 그
름을 따져서 증명한다. 실천적 추론과정에서 얻는 정보는 무엇을 해야 하
는지에 대해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우리의 판단은 타당한가?

- 147 -

활동D3

프로젝트 계획하기

프로젝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둠원:

 우리 모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간략한 묘사를 포함하여 프로젝트를
설명하라.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모둠이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항목화하라.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둠의 프로젝트를 대표할 수 있는 발표물을 제시하라
(예를 들어 사진, 도표, 만화, 아니면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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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D4

실행 프로젝트 평가하기

 이번 활동으로 무엇을 배웠나요?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어떤 맥락적 견해에서 이 문제를 생각했나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했나요?

 우리 모둠이 고려한 대안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특정 내용이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데 사용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로젝트 결과 어떠한 점이 가장 좋았나요?

 프로젝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었나요?

 프로젝트 과정에서 고려한 관점 또는 고려하지 못한 관점들은 무엇인가요?

 다음에는 무엇을 시도해보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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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Course Plan Develop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Yoon Nam-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objectives and content
system of unification education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and
develop a teaching⋅learning course plan applying them. According to
the stages of the teaching․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model of
th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we first derived the
objective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unification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guidebook in the analysis stage.
To select a content system, we examined the learning elements of
2015 Revised Practical Arts (Technology Education, Hom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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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education content element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classified and reconstructed the
insufficient part. At the design and development stages, practical
problems were extracted based on the objectives of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unification education derived earlier. And referring
to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 of Wisconsin
State, the United States proposed by applying the practical reasoning
process, we developed a student activity sheet and teaching⋅learning
course plan of the 8th section. At the evaluation stage, the developed
data were evaluated twice by the expert group and the final
development plan was prepared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obtained through the abov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objective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unification
education is to 'respect the differences of living culture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e socio-cultural context, to discover common
values, an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form a healthy unified

community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solving the
practical problems that may occur in the unified society.’ To this end,
the unification education guidebook and the unification education
objectives, directions, and suggestions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ies were categorized as common topics through inductive content
analysis and the four core themes of understanding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respecting the difference of living culture between
the two Koreas and finding community values, resolving conflicts in
the unified society, and forming a unified community were derived
and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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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content system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unification

education

was

selected

as

'living

culture

centered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content elements were composed of
understanding

the

socio-cultural

context

that

affects

the

living

cultures of North and South Korea, understanding of the consumption
living environment of North and South Korea, languages related to
living cul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maintaining diversity of food
life culture in each region including North Korean food, social norms
and attire, right housing values and co-residential living manners.
Based on the objective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derived earlier, we selected a practical issue as
'What should we do to form a healthy unified community'?
Third, referring to the process of the practical reasoning presented
in a teacher's guide developed in Wisconsin State, the United States,
four teaching⋅learning course plans of a total of 8 sections and 30
student activity sheets were developed as the teaching⋅learning
course plan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unification education.
We presented four themes of recognizing the problem of unification,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ving culture of the two Koreas,
identifying the result of the action and the ripple effect, choosing the
alternative method, practicing for the formation of healthy unification
community and applied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uch
as cooperative learning by group, discussion and debate activities, and
audio-visual

materials

learning

participation-centere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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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struct

studen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despite many studies on the need for unification education
focusing on living culture, there were only a few studies on
unification education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with living
culture as the course contents. Also, most of the studies were onl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language and education system of North Korea.
Therefore, there have been no studies of deriving the objectives and
content system for South Korean students and sequentially developing
teaching⋅learning course plans in relation to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so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Second,

although

previous

studies

on

unification

education

emphasized the need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to remove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people and to reflect on
our culture, there were many activities that ended up with only
prejudiced or perceived stereotypes. However, this study emphasized
the reflective thinking process of our culture by examining various
contexts affecting living culture through the practical reasoning
process as well as the ripple effects related to behavior. Also,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tried to draw up students' actual
behavior by determining what we should do in order to form a
healthy

unified

community

as

a

practical

goal

planning and practicing action to reach this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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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ggesting

Third, this study showed that Home Economics and unification
education are not separate themes and the goal and content are
ultimately consistent and can be integrated into one. This is also a
common result shown in home economics teachers in an expert
evaluation, a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made home
economics teachers realize that unification education can be fully
applied and implemented in Home Economic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unification education
teaching⋅learning course plan is practically used at the school site
and follow-up studies.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unification education
centering on living culture has a connection with contents and goals
pursued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but in this regard, studies
of Home Economics have not been conducted activel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ontinuous research on Home Economic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is

needed,

and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related training and materials, programs for Home
Economics teachers are urg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class hour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Home Economics. The expert evaluation showed that it
may be difficult to present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current Home Economics class
hours are insufficient.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the unification
education in Home Economics, additional class hours should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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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positive attitude of teachers and researchers related to
Home Economics and several related institutions is required like
presenting developed Home Economics unification education materials
or stating their views and reflecting them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for the
activ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in Home Economics.
Finally,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or the follow-up study.
First,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although its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the expert evaluation, th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ffects on students was not conducted because it was not applied in
the actual class. Therefore,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verify the
feasibility

and

examine

educational

effect

through

the

practical

application.
Second,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in the data
collec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living culture in North Korea, so
there is a limitation on the collection of the latest data and the
judgment of different contents according to the source. In order to
make up for this point, we conducted the expert evaluation of the
teachers’ group targeting North Korean student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For more accurate evaluation and verific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participate from the
stage of education contents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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