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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란 무엇인가? 
•   



몽골제국을 통해 세계사가 하나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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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주 연합 네덜란드공화국 
(Republic of the United  
  Netherlands 1581~1795) 
 
• 유럽인들이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로 몰려옴 
• 네덜란드의 신교도 엘리트들은 
  청교도적인 금욕주의로 낭비를 
  몰아냄 
• 스페인을 물리친 네덜란드는  
  자연적 불리함을 기회로 활용해  
  어업과 조선.해운.금융에서 세계  
  최고가 됨 
• 암스테르담은 유럽 금융의  
  중심지이자 물류의 중심지 
• 1670년 기준 네덜란드의 선박 
  총 톤수는 영국.프랑스.포르투갈. 
  스페인.독일의 선박을 합한 것 
  보다 많음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신앙혁명 
• 청교도혁명(1640~1660년): 
     성서를 글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 자기 나라를 새로운 이스라엘이
라 자부했던 영국 국민. 쾌락을 배척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며 진지하고 용감함.  

     일단 결정한 신념은 행복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더라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영국인의 전형. 영국인의 특성은 청교도로부터 유래한 것 

• 1688년의 명예혁명: 민권신장을 위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목적. 에드먼
드 버크는 이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이라고 함. 전제주의로부터 입헌군주제로
의 전환을 국민간의 분열을 남기지 않고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 존 로크의 ‘천부인권
설’, <정부론> 

• 존 웨슬리의 등장(18세기 중엽):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단련시킴(
메소디스트). 무기력한 세계를 진정한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킨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느낌.1810년에는 23만명의 신자. 종교가 다시 한번 거의 원시적인 형식을 띤 활기있
는 신앙이 됨. 이 종교의 각성으로 곤궁한 하류계급의 생명력을 종교로 흡수함으로써 
대륙이 민중보다 혁명사상에 유혹되는 정도가 약해짐 

• 여론의 힘에 의한 의회 개혁(인도적인 법률제정), 서민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
하는 숭고한 자유주의(노동자도 혜택을 입는 전반적인 번영), 기독교의 자선
이라는 복음주의의 조류 

• 영속성과 순응성, 다수의 결정에 규율있게 복종. 친절, 규율, 신뢰, 단결 





United 
Kingdom  

of Britain 
(1707~1801)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801~1927)
(1927~ ) 



대각성 Great Awakening, Awakening 

• 1차운동: 1734~1755, 2차운동: 1790~1840,  

    3차운동: 1850~1900, 4차운동: 1960~1981 

• 유럽의 경건주의, 웨슬리의 복음주의와도 관련 

• 1734년 뉴잉글랜드에서는 J. 에드워즈(캘빈주의)의 영향
으로 시작됨. 중부 식민지에서는 네덜란드의 개혁파와 스
코틀랜드계 장로파 사이에서 일어남. 50년대부터 남부에
서도 장로파와 침례파 사이에서 운동이 확산됨 

• 1739년 영국의 설교자 G. 화이트필드가 방문해서 순회전
도를 개시하자 각지의 연대가 진행됨. 개인의 종교감정을 
중시하고, 신교의 자유가 촉진되고, 복음주의적이며 평등
주의적인 것이 퍼짐 

• 신도의 양심 자각이나 지역을 초월한 국민적 연대감은 미
국 독립혁명의 정신적 풍토를 가져옴 

 

 



존 로크의 정부론(1689)과  
미국의 독립선언서(1776)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두 차례에 걸친 연합, 통합 

 

 

 



나찌의 옛 독일과 아데나워의 새 독일 



New(1949), United(1990)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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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X-A 

대륙X-B 

해양Y-D 

해양Y-C 





코리아를 둘러싼 대륙과 해양의 세력관계 
(원심력과 구심력, 원심분리기 속의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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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간의 부정부패 세도정치와 
신유박해(1801), 기해박해(1837), 병오박해(1846), 병인박해(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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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의 상황에 대한 평가들 





1919년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19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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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련의 일제무장 해제와 38선 분단  
1945년 5월30일, 일제는 38선을 기준으로 이북은 만주 관동군 34군이,  

이남은 일본대본영 직할 17방면군이 담당토록 재편 



일본 VS 미국.소련의 전쟁 
1945년 8월 9일 23시 소련은 130만명으로 구성된 육군 50
개 사단과 탱크 3천5백대, 항공기 4천8백기로 대일전 참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세계적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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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1948년) 





모택동과 아들 모안영 
(Mao Zhedung and his son Anying) 



James A. Van Fleet와 외아들 Jr.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발전 
Development of S.Korea  
Democracy and Economy 



• 주체사상의 등장 The Appearance of  
Juche Ideology (“Self-Reliance”)  
- 1927, 1930 : 항일시기 
- 1955 주체확립, 1967유일사상체제 
- 1972 헌법: 공식 통치이데올로기 
-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 
 
O 주체사상의 지도원리(指導原理)   
   4대자주노선(自主路線) (65.4, 반둥) 
(1) 사상(思想)에서의 주체 
(2) 경제에서의 자립(自立) 
(3) 정치에서의 자주(自主) 
(4) 국방에서의 자위(自衛) 
 
O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유일사상) 
- 김일성 :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 김정일 :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 밑에 수령
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 
 



독일통일과 소련 동구 공산체제의 붕괴(1990) 









조선의 핵 및 대륙간 미사일(인공위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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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북한의 3대 세습(1945-2014) 



대한민국 : 1997년 부정부패, 외환위기 
S. Korea: Corruption and Financial Crisis 



월드컵, 민주화, 세계화, 세계적 경쟁력 



2000년대 이후의 한류(드라마, 영화, 음악, 춤)  



세월호와 1990년대의 재현 



코리아의 부정적 모습 
Korea’s Negative Aspects 

남(South Korea) 
* OECD 국가 중  
• 자살율 1위 / 저출산율 1위 
• 교통사고율 1위  
•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 200만 (*

인구당 1위)  
• 양주소비량 1위  
• 인터넷 음란물 다운율 1위  
• 유네스코 청소년 문제 1위  
• 학교폭력 1위 
• 이혼율 2위, 청소년 흡연 세계 2

위(여고생은 1위)  
• 형사소송율 일본의 10배  
• 어린이 유괴 1년에 8천건  
  (기독당, 2012년 18대 총선 자료) 

 

북 (North Korea) 

• 세계 최장의 독재국가 
• 김일성주의교 국가(2천

5백만의 신도) 
• 15만~20만이 정치수용

소에 수감 
• 인권위험지수 세계 7위 
•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

압국가중의 하나 











한국전쟁 발발 60년 뒤인 2010년의 남과 북 
The North and South in 2010,  
60 years after the Korean War 



제2차 한국전쟁과 위기의 악순환 
Vicious Cycle of a Crisis and  

a Second Korean War? 



 Defensive or Offensive? 



미.북의 대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S.Korea’s Delay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중국의 부상 



 중국의 지역적, 세계적 강대국화  



동아시아의 대분단선과 미.중 G2 대결 



Pivot to Asia and S.Korea as Linchpin 
 
 
 
 
 
 
 

• 미국의 “Pivot to Asia”와 Cornerstone and Linchpin  
 -  2011년 11월 클린턴 장관이 Pivot to Asia를 공식화 “향후 10년간 

미국은 외교, 경제와 전략 등 방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힘
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 (일본은 Cornerstone, 한국은 Linchpin) 

 - 미국의 군사력 60%를 아태에 배치, 공해(Air-Sea)전략 수립 
 

• S.Korea as a Linchpin for the Pivot to Asia   
 - 2010년 6월 캐나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 
 - 2013년 5월 7일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문: 한미동맹이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 
 
 
 



중국에 대한 일본의 불안 

• 1993년 일본의 GDP는 중국보다 7.5배. 2003
년에는 3배로 축소. 그러나 구매력평가(PPP)
로는 중국이 일본의 1.77배 

• 2004년 무력총액에서 중국이 일본을 추월 
• 2004년 종합국력에서 중국이 일본을 추월(중

국사회과학원) 
• 2004년 이후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불친밀도가 

친밀도보다 급격하게 상승  
• 2005년 군사비 지출에서 중국이 일본을 추월 
• 2010년 중국이 명목 GDP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가 됨 
 
 
 



해양과 대륙(남과 북)의 충돌지점 1 



해양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점 2  



해양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점 3  



미국 Standard? 중국 Standard? Korea의 역할 

FTAA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중국주도로 
21개국이 
아시아투자
은행(AIIB) 
공식 결정 

중국주도의 
동아시아공
동체 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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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코리아의 비전 

통일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통일은 천지개벽 

코리아의 통일은 동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것 



통일에 대한 우려사항 (KBS, 201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홍순직,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14.4) 



2007  
남북 
정상 
회담 

 
“평화  
 번영 
 공동  
  선언

” 



통일에 따른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14.5) 











섬에서 대륙과 대양을 잇는 다리로 



전쟁 
의  

진원지
에서 

 
 평화 
의  

발원지
로 



새우에서 돌고래로 



거열에서 사두마차로 



세종: 하늘백성(天民)의 나라 
•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조선의 비전을 

여민락(與民樂), 치화평(治和平), 취풍형
(醉豊亨)이라는 노래로 표현했다.  
 

• 세종은 살아감의 즐거움을 누리는(生生
之樂) 하늘백성(天民)들과 함께 즐기고, 
나라가 화합하고 평화로우며 취할 정도
로 생활이 넉넉하고 문명이 꽃피는 사
회를 꿈꾸었다.  
 

• 세종 26년 7월 25일, 세종은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 우러러 부모를 섬기고 굽
어 자녀를 잘 길러, 백성들이 오랫동안 
잘 살아 나라의 바탕이 튼튼해지고, 집
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며, 예
의가 바르고 서로 겸양하는 풍속이 일
어나, 항상 화합하고 평화로우며, 해마
다 풍년을 이루어 함께 태평시대의 즐
거움을 누리자.”고 말한다. 
 



김구: 모두 성인(聖人)인 나라 
 60년 전인 1947년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자유’
를 기본가치로 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고, 인류가 진정
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
저 우리나라에 실현하자고 한다. 이 일이 우리 민족의 
천직(天職)이며, 여기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
각했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배우로 세계 역사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
기를 원한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
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
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최고 문화 건설의 사명을 달한 민족은 일언이 폐지하
면 모두 성인(聖人)을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면 간
데마다 신용을 얻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
해하는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었거니와, 적은 이미 물
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버리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
나 춘풍(春風)이 태탕(駘蕩)하여야 한다.” 



와다 하루키: 동아시아를 통일하는 통일코리아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긴장과 
대결의 장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성립된
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협력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남북한이 서로 접근하여 통일되
고 혁신된 남북한을 만들어 이웃나라에 새로운 메시지
를 보낸다면 그러한 남북한은 동아시아 공동의 집의 축
심이 될 것이다. 통일코리아는 동아시아를 통일하고 세
계를 통일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공통의 집이 이루어진다면 그 중심은 틀림없
이 통일되고 새롭게 개혁된 남북한이다” 
 
“세계에서 동북아시아만큼 심각한 갈등을 겪은 지역은 
없고 동북아시아만큼 공통 요소가 적은 동시에 이질적
이며 대립적인 지역은 없다. …..동북아시아의 사람들이 
과거의 한을 풀고 사회시스템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인
간적이고 평화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 결
속은 전 세계가 평화롭게 협력해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
다. 동북아시아에 공동의 집이 탄생한다면 전 인류적 공
동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핵심가치(헌법1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Core Value : Everyone has Equal Dignity  

•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따라서 존엄하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 
※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에 대한 기본규정(뿌리), 잣대로서의 존엄 
 * 모든 인간 VS 특별한 인간, 존엄함 VS 존엄하지 않음 
• 인간의 존엄=인권(人權)+인의(人義), 천부인권(天賦人
權)+천부인의(天賦人義)  * 권(right)=의(義, right). 

• 인간의 권리(인권): 생명권과 자유권, 행복추구권 …… 
• 인간의 존엄을 핵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재설계하고 재구축함. 지금부터 남, 북, 세계에 적용함 
• 인권을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권이 아

니다.  



New, United Korea의 10대 영역 
New, United Korea’s 10 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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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코리아를 위한 전략 

영적, 정신적 대각성: 원수를 친구로 
새코리아, 통일코리아로의 전환 
자신감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확신 
 
 



 
영적, 정신적인 대각성 

Old Korea=>New Korea 
Divided Korea=>United Korea 

 
- 원수를 증오하면서 닮는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D. Tutu) 

- Ignatieff: 화해는 적대감을 정체성으로 삼는 곳에서 배신으로 비침. 

  보복을 좋은 변화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 * R.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에 나오는‘tit for tat’(이에는 이, 앙갚음, 보복, 고소함) 

- 연평도 포격 뒤 유낙준 해병대사령관 조사: 해병대의 자랑이었던  

  그대들에게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게 우리 해병을 죽고  

  다치게 한 대가를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백 배, 천 배 갚아주  

  겠다.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 모두 뼈에 새겨 반드시 복수하겠다. 
- 이명박 대통령: “도발하면 백배, 천배 보복하다는 정신”(2012.10.18) 
- 로마서 12:14-21: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사탄의 체제는 증오심에 

기반한 체제이자, 증오심을 증폭시키는 체제 (박해하는 자 축복, 저주하
는 자를 위해 기도) 
 





적
을 
다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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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destroy an enemy is to 
make him a friend.”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를 추구하기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기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남북간 힘의 역전, 국제관계의 변화       

North Korea                         South Korea 
 
 

                          1979 
 
 

 
 
1948                                             2008 



여우, 호랑이, 고슴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련의 붕괴: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수 



 북한의 김정은 체제 
    N.Korea’s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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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   체  제(Divided Korea)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4개의 기둥 
4 Pillars that Support the North Korean Regime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1 
(새로운 세력의 중요성) 

• 자유총선거 후 동독 최후의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어 동독군 해
체작업을 담당했던 사람이 ‘에펠만’이라는 ‘목사’ 

• 비밀경찰 슈타치청산을 담당했던 사람 역시 '요하킴 가욱'이라
는 목사(요하킴 가욱은 최근 독일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됨) 

• 통일 당시 동독지역에서 리더가 된 인물들 중 다수는 서독에서 
자발적으로 동독으로 이사를 와서 목회를 하던 목사. 이들은 모
두가 싫어하는 동독지역으로 자의로 와서 동독 정부의 탄압 속
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키워냄 

 - 현재 독일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도 바로 그런 목사 중 한 명  
 - 이들은 동독 지역 내에서 약자에 대한 봉사를 통해 동독 주민들

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어냄.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도덕적 권
위를 인정받은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통일의 혼란기에 시민들이 
이들을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여기게 되고 당시 동독 공산정권
의 무력진압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무혈’ 혁명을 이루게 됨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2 
How Does a Change Occur? 2 

• 자유선거가 이전 동독의 마지막 총리, 한스 모드로프(Hans Mordow) 
•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도 일반 시민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80년대 상

황으로 보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방문한 사람이 150만명에 달했고, 서독
에서 동독을 방문한 사람도 10만~15만명에 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
호 방문은 물론, 편지 교환, 전화, 경제적 교류 등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완전한 분단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인적 교류
가 통일의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지속적인 교류가 없으면 남북 간
에는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 주민
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인
적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은 모든 면에서 대립은 최대
한 자제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
다 대북정책이 바뀌는데,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대립관계에서 빠져 나와 협상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연합뉴스, 2010.10.11) 

•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교류할 것인가? 인도적 차원의 교류, 학교학생,, 
역사, 문화, 스포츠, 산림녹화, 농업협력 등 
 



 쿠바에 대한 60년간의 봉쇄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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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수립(1995),  
무역협정(2000), 핵협력협정(2010)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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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화는 일어나는가? 3 
How Does a Change Occur? 3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한 실천조치”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14.1. 전문가조사) 





김정은 시대 북한 각 지역별 19개 경제개발구 



 
• 2014.2. 유엔북한인권조

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 9/19.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을 위해 268개의 권고
를 담은 ‘보편적 정례검
토’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 

• 9/13.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정
면으로 대응 
 

북한의 인권문제 지속적 제기 4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한 실천조치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14.1. 전문가조사) 

<신뢰의 개념> 
  - 신뢰란 상대방이 악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또는 무능력하게 행동하였을 때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적인 방향으로 또는 유능하
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것임 

  - 신뢰는 위험과 의존을 내포함. 즉 어떤 대상을 믿음으로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 대
상에 의존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안전한 존재(신체적, 정
서적, 심리적)라고 느끼는 것이 필요 





연합, 결연을 통한 변화 5 
Change through Uniting 5 







통일: 언제?, 누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법률상의 통일(de jure unification) 

• 독일의 경우 
  -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20년간 서독은 
    동독에게 연평균 32억불씩 경제지원 
  - 동서독 간에는 연 700~800만명의 인적 교류.  
    당시 동독에서는 서독의 TV도 시청 
 

• 중국-대만의 경우 
  - 오늘날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지난 2008년 마잉주 대만 총통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 불과 6년 만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룸 
  - 중국-대만 간에는 현재 정기항공노선이 800여편 운행. 
    연 왕래인원은 800만명. 8만개의 대만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중국에 상주하는 대만인은 2백만명을 넘음 
  - 중국과 대만은 이제 '사실상의 통일' 단계에 들어감  

 



목표와 추진단계로서의 통일 시기 

• 분단의 3단계와 통일의 3단계 

- 1945년 국토분단2015년 심령의 통일 

- 1948년 정부분단2018년 정부차원의 합의 

- 1953년 민족분단2023년 국가연합(사실통일) 

 

• 만들어가는 현실 

- 망국의 때, 분단과 전쟁의 때와 통일의 때 

- 통일의 목표시기를 정하고 역산해서 통일추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삼두마차 

• 중앙정부 
  - 행정부: 대통령과 통일부 등 
  - 입법부: 국회(國會)와 민회(民會) 
  - 사법부 

 
• 지방정부 
  - 광역단체/기초단체 
  - 광역교육청 

 
• 민간 
  - 시민단체/학계/문화예술계/종교계 
  - 기업체/직능단체 
  * 민관단체 
 

묶는 끈 
으로서의 
 해외동포
와 코리아
의 친구들
(Korean 
Diaspora 

and 
Friends of 

Korea) 



First Penguin 
무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과감한 행동가, 실천가 

천적 때문에 배고픔에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는 무리 중에서 
물고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실행가 





 
New Korea Community 

www.onenewkorea.org 
 

 United Korea Coop 
 www.unitedkoreacoop.org  

 
United Korea Assembly 

www.unitedkorea.org 

   
 

http://www.onenew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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