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1990 ~ 2020

CLEI 30 YEARS HISTORY
1990~2020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



본인은 1970년대 초 국가 안위가 위협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1968년초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래 북한 무력 도발이 극도의 위협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경제 군사적 등 모든 부문에서 남한을 추월하고 있었고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유신정

권의 등장과 경제적으로는 겨우 보리고개를 넘기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본인이 70년대 초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자리잡은 국제승공연합중앙연수원에서 국가안보지도자 양성 교육을 시작한 이유도 그런 국가적 안보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애국심의 발로였을 것이다.

당시 경찰간부 국가일반공무원, 새마을지도자, 종교인, 대학생 간부, 각종 사회단체 지도자 100만명을 양성하여 국

가안위의 기반을 다진바 있다. 그로부터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유신독재 저지로부터 시작된 민주화가 동시에 실현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새마을과 민방위 조직은 국민조직의 근간이 되었으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는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면서 새로운 산업화의 불을 당기게 되었다.

87년 6.29의 대통령 직선제의 발표는 민주화도 동시에 실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90년 초에 이

르러 급격한 산업화는 양극화를 기정화 하면서 노동자들의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에 자리잡은 한국 노

총과 새롭게 출발한 민주노총이 가세하면서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3권과 사용자의 기업 해산과 맛불을 놓으면서 기존

의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임금인상, 여가 복지 등을 내세워 단결권을 무기로 파업을 들고 나오면서 조직적이고 계급

적으로 노와 사가 협력적 관계의 틀을 벗어나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무제한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무기한 농성으로 

돌입하는 사태가 도처에서 발생하곤 하였다.

그동안 안보지도자 양성에만 열심을 다했던 본인은 기업의 도산을 방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 계급이론이 

노동조직의 지도 이념이 되어 노와 사가 협력이 아닌 적대관계로 변화하여 투쟁하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창안했던 마르크스는 노동조직은 공산주의 실현의 기본 조직이며 노동조직에 이념만 제

시하면 그들이 혁명의 전위대로 나설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마르크스가 꿈꾸는 사회실현을 시도하였으며 그의 후계자 

소련의 레닌도 그런 깃발 밑에 노동 조직의 참여를 독려 했던 것이다.

연구원 창립 배경

00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이름하여 자본과 노동을 대립시켜 투쟁을 통해서 공산 이상 사회, 노동자 천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공산당) 깃발이 붉은 바탕위에 낫과 망치가 있는 것은 낫과 망치로 자본가를 타도해야 하며 바로 붉은 바

탕은 붉은 피가 혁명에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적 배경을 알지 못하여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달래기 

위해 각종 수당을 제시하고 임금향상 조건으로 현실을 무마하는데 급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본인은 90년 여의도 노동연구원 전문교육을 1년여 받으면서 그동안 익혀온 공산당의 혁명 전략전술과 

이론의 모순을 알고 있기에 목숨을 건 일전을 각오하고 노동부에 법인 신청을 했고 노동부 승인을 받은 1990년7월16

일부로 그동안 경험을 축적했던 국제산업경영연수원 현대노사관계연구원등의 교육 경험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LG

전자,기아자동차 등의 노동조직 교육을 바탕으로 진정한 인간과 노동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이론적 대안을 갖추어 노

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젊음을 불사르기로 결심하고 문선명 총제님께서 기증하여 주신 재단설립 건물과 약간의 기금으

로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을 설립하고 근로평화상 재정, 노사관계 논문현상공모 등 사회공익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90년 중반기부터 개발이 뒤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 저개발 국가들이 한국에 와서 산업연수교육

을 실시하는데 15년에 걸쳐 1만5천여명의 교육생을 본 연구원이 배출한 것은 큰 보람으로 갖게 되었다.

또한 중국, 카자흐스탄 등 조선족과 고려인 지도자들에게 시장교육을 1개월식 교육하여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자본

주의 시장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양성해준 것은 법인30주년 창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가장 뜻있고 값진 일들로 남

아진 것 같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많이 안정되었지만 아직도 노사관계의 정립이나 노동의 인간화 과정은 요원하다. 다만 본인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창립때 갖었던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뜻이 계승되기를 기원해 본다.

 

2020년 7월 16일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설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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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돌이켜 보면 30년전 암흑했던 한국사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시하다시

피 전산업계를 마비시켰던 갈등적 노사관계였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폐

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이 길거리에서 머리에 투쟁이라는 띠를 두르고 함성을 지르며 

길거리를 누비던 현상들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노사관계의 정의를 들고 출발한 노동경제 연구원이 금년 들어 30년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기록이고 기록한 자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본 법인을 지도

해주시고 길러주신 많은 이사님들 그리고 거쳐간 임직원님들 모두에게 우선 감사드립

니다. 특별히 법인이 창립되도록 협조해 주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김영휘 회장님 

그리고 노동부의 주무부서 직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님들과 

근로평화상 수상자, 논문공모작 입선자님들과도 함께하는 3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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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곳을 거쳐간 교육생 여러분 개발도상국 10여국에서 오신 산업연수생 여러

분과 공산권 국가였던 중국과 카자흐스탄 교민 지도자들도 본 법인에서 시장 경제이론 

교육을 통해서 발전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좋은 실적으로 기억할 수 밖에 없고 본 

법인의 해외사업으로 노사관계협력 세미나, 포럼 그리고 현지인들 기술교육, 새마을

교육 등에 참가하신 여러분에게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오늘의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개발도상국 상위그룹으로써 G11에 해

당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만할 수만 없는 것을 코로나19에 전세계가 병마와 

싸우는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는 아직도 안전이 무방비하여 금년 여름 장마에 

수마가 할퀴고 간 자국을 정리하는데도 제도나 의식에서 아직은 우리의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과 지도자 여러분!

지금 본 법인은 미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기술자 양성교육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와 편달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30년 세계와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세계가 앞을 다투어 4차산업에 뛰어들어 있고 모든 것이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초 스피드 사회에 들어와 있는 시기에 본 법인도 시

대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 인재양성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역사는 기록이기 때문에 30년사로 부족한대로 

편집하여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부디 크신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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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9월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중앙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교사로 입사를하여 벌

써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99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작

한 직업훈련 교육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IMF를 맞으면서 실

업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과정을 새롭게 승인받아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연구원의 어려운 

경영으로 훈련생 모집에 임직원 모두가 홍보지를 들고 성남 등 시내를 발로 뛰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잘 운영이 되었던 ESD 교육사업도 내리막길을 타는 듯 어려움이 있어 

결국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재단법인 설립 이후 최고의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IMF로 인한 실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은 300명을 넘

고 다양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여 학원 등 모든 교육기관에 교육을 승인 해 

주면서 갑자기 교육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이 안 되어 폐강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

다. 또다시 어려운 법인 운영이 시작되어 새로운 사업을 찾던 중 외국인 연수생 위탁 교육을 

계약하게 되어 약 180,000명의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육을 

위해서 실무를 맡아 일하면서 위탁업체 부서장과 업무적인 관계유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

악한 환경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한때 건강을 잃고서도 재단법인

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었으며 이제는 안

정을 찾아 법인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너무나 감격스럽고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안부의 정부 위탁사업으로 여러 차례 국제 세미나 및 포럼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법인 부설 

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도 특수용접, 공조냉난방, 조경, 건설기계운전 등 기술교육을 운영하

고 있으며 국제협력교류를 위한 외국인 전문기술 지도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지도자 기술 교

육과 미얀마 정부와 교육기관을 통한 현지 기술교육 등 다양하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

다. 이러한 어려운 법인을 이끌어 오신 설용수 이사장님께서 물신양면으로 믿어주시고 실

무를 맡겨주신 큰 뜻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초심불망(初心不忘)의 마음으로 재단법인에서 일

하는 날까지 법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원장/상임이사     

설 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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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원이 공익 법인체로 발족할 당시는 개혁 개방의 물결 속에 공산체제 붕

괴의 조짐과 함께 격변의 소용돌이라 할 만큼 전환기적 시대였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군사정권 및 권위주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민주화의 거센 바람 속에 노사분규

의 악순환과 투자의욕의 감퇴 등으로 경제난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4반세기 동안 국가안보 및 승공통일 이념교육의 요

람이었던 「중앙연수원」이 본 연구원 창립과 동시에 부설 「산업정보 교육원」으로 새

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적 경제 여건 악화와 신산업으로의 전환기에 처한 한국경제 입장에서 

실업은 최고의 위기이며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인데 소홀하기 쉬운 기초기술 

교육을 통해 매년 수백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보람된 일이고 뜻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본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교육 및 직업훈련 등 다

방면에 걸쳐 괄목할 만한 실적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번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

쁘게 생각하며, 충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연구원의 교육이념중 노동의 인간

화, 산업 평화와 같은 거대한 목표는 그 누구도 따라 갈수 없는 높은 교육 철학입

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간 본질적 가치 추구 교육은 설용수 이사장 만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념이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설용수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치하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명예회장  

김 영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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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먼저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

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지난 30년간 (재)중앙노동경제연구

원을 이끌어주신 설용수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은 전국 산업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관리자 그리고 

경영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약 200만 명의 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

고 노사화합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부설 기관인 중앙직업전문학교가 제공하는 기술인력 양성교육은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이끌어온 업적도 크지만 돌아오는 30년을 준비하는 마음이 더욱 값지

라고 사료되어 감히 연구원이 더 큰 발전을 주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쉼 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응형무긍(應形無窮)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통해 포스

트 코로나·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재양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윤재갑도 국회에서 노사

협력과 기업문화 발전을 위하여 법·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설용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중앙노

동경제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     

윤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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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주년을 기하여 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크게 

축하드립니다.

설용수 이사장님은 노사관계 고위지도자과정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평생을 노동의 인간화와 산업평화 달성을 위하여 연구원을 창립하여 지난 30년

간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지난30년간 노사관계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노사관계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최근에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공지능 알파고 등장과 함께 세상은 급

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미래의 위기와 당면 과제에 대하여도 현명하고 심

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노사관계란 인간관계와 같은 요소로서 인간과 인

간이 공존하면서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면서 국가를 형성해 나가듯이 노사관계 자

본과 노동이 공존하고 협력하여 산업 평화를 성숙시키는 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됩

니다. 특히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이 30년을 한결같이 노동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은 참으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연구원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논의 및 해결책을 위한 새로운 비젼 창조를 위

하여 앞으로 더욱 더 큰발전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연구원 30년사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노고지총동문회장     

김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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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당시에는 본인이 노동부에 재직 중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출범과 함께 그 이후의 성장 과정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연구원은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

해 오면서 창립 취지에 맞게 꾸준히 제 몫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세월의 연구원 발자취를 한데 모아 「연구원 30년사」를 엮어 발간한 

것은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이후 오늘까지 꾸준히 축적해 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도약이 있을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청년실업과 실버시대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중앙산업교육원이 제공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교육이야말

로 이시대의 국가 사회문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역

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은 특별히 한국의 선진 노동 문화를 주변 이웃나라에 접

목시키기 위해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이외의 동

남아 국가들의 산업연수생을 그것도 1만5천명이나 3박 4일씩 입소하여 한국의 생

활, 법률, 언어 등을 교육 이수한 실적은 누구도 추종이 안될 것 입니다.

끝으로 설용수 이사장님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

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고문

현) 김&장 노동법률 변호사  

김 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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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새지평을 열었다.

80년대 한국사회의 정치민주화운동이 경제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되어 산업현장

은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길이 막히고 노사갈등은 적대관계로 변하여 한치 앞을 내

다 볼 수 상황이 전개되었다.

공장이 불타고 생산시설이 부셔지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노조간부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처참한, 산업화 이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암울한 시기였다.

정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도  수습방안을 내놓치 못하고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

는 현실을 초조한 심경으로 관망하고 있을뿐,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을때 “이대로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 “중진국병에 걸려 좌초된 중남미처럼 

우리사회를 병들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분연히 일어서 대립과 반목, 갈등과 불

신의 벽을 허물고 노사가 상생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경제의 새지평을 열어

온 곳이 중앙노동경제연구원이었다.

어느듯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부도 노사도 중노연의 실적과 공로를 기억할

련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

규직과 비정규직 일용직, 고소득경영진과 저소득근로자간에 불신과 반목을 좁히

는 연구와 노력, 기술교육과 의식혁신교육을 지속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설용수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한국경제의 새지평을 열어준 공로와 헌신 

앞에  아낌없는 박수와 경의를 보냅니다.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  

황 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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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 열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

은 물론이고 개인도 남여노소 할 것 없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쫓아가기 위하여 동분서주하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에 부응하고 나아가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깔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노력에 찬사를 

드립니다.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양 측면에서 파생된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평화 정

착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국가안보관 확립과 국민정신교육 및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국

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근로 평화상을 제정하여 각 분야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일꾼들을 찾아내 격려와 꿈을 심어 주었으며 동북 삼성의 해외동포들에게도 

포럼을 통하여 조국의 따스함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인류애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역사가 하나가 되어 새

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도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도 과거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며 때로는 거기에

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토인비가 이야기했듯이 미래는 미래가 있다고 믿는 자

에게만 다가올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한 해입니다.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설용수 이사장님과 설상영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

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더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 부원장     

박 석 빈

014     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축
간
사

축간사     015

먼저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남다른 애정으로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설용

수 이사장님과 어려운 여건하에 수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은 산업화의 급격한 변화와 노사갈

등이 한창이던 시대에 사회적 갈등극복과 산업평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출범하였

습니다.

그간 산업현장의 평화구축을 위해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논문 시상

식」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산업평화의 현장 유공자들을 격

려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며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994년부터 정부시책에 따른 외국인 산업연수생 약 17만명에 대한 위

탁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원부설「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는 약 1만명이 넘는 직업

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기능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사와 고용문제 관심과 기여는 산업평화의 구축에 큰 힘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상생과 고용중심의 노사관계와 

합리적인 인적자원개발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우리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시한번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  

이 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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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년



020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1990.5.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소련의 민주화를 요구한 본 재단 기부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연수원에 내리신 '사통일세' 휘호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21

   1980년대 국가위기가 극도에 달했을때 국민의 국가안위의 사상무장을 위해 세워진 이천 장호원 제2연수원전경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남양주군 구리시 수택동에 새워진 1970년 초기의 국제승공연합중앙연수원(당시는 중앙수련소라 칭함)



02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교수실    방송실    교환실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1985. 사정상 이천 장호원 제2연수원이 철수함에 따라 문선명총재의 특별배려로 1986년 5월 29일 개원한 현재의 연수원

대강당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23

   교육생에게 말씀하시는 김영휘 회장    본 연구원에서 교육생에게 특강하시는 국제승공연합   

          5대 회장 최용석 회장

   승공지도자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통일사상" 강의를 하시는 국제성공연합 이상헌 이사장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24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1987.6. 산업경영연수원(청강하는 교육생)

   일본 통일연합지도자들에게 교육하는 설용수 이사장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25

   국제산업경영연수원 개원식에서 개원 테이프를 자르고 계신 김영휘 국제승공연합회장과 설용수 중앙연수원 원장

   노·사·정 메세지 세미나(서울프레스센터)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26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산업평화를 위한 112기 "다함께 가는 길" 정기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

   1985.4. 25~27 제15기 전국승공지도자 이론교육 국제승공연합중앙연수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27

   전국 국제승공연합 시·군·구 지부장 승공사상 연수회

   1987. 제2기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새마을 연수교육(연구원 대강당 앞)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28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주)금성사 평택공장 GS MAN SHIP향상 교육

   금성계전(주) GS MAN SHIP함양교육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29

   삼성전자(주) 사원능력향상 교육

   1984.9.29. 타이완 중정 기념당(해외연수교육)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30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1987.5. 국제산업경영연수원(교육생 입소식 장면)

   1986. 설용수 이사장 연세대행정대학 대학원 학위 수여 후 동료와 함께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31

  1987.9.3. 본 연구원을 찾아오신 문선명 총재님(설용수 이사장이 영접하고 있다.)

   1987.6. 산업경영연수원 연수생과 함께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3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1987.11. 산업경영연수원(수료식)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33

1989.11.7. 노태우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설용수 이사장

 

 
1990. 산업평화상 시상 설용수 이사장(본상 수장자)

1990.12.16. 1회 근로평화상 시상식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34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1991.11.9. 2회 근로평화상 시상 

 

교육생에게 특강하는 강삼천 이사
    

1991.4. 연수원을 방문하신 문선명총재님이 

교육생을 격려하신 장면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35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1992.11.28. 3회 근로평화상 시상  

 

1992.3.1.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김만철 선생과 설용수 이사장

 

 
1992. 월간근로평화지 창간



036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1992.11.15 중국연길시 기업대표단(입소식)

1992. 중국연길시 기업대표단 환영회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37

1992. 중국연길시 기업대표단(중국 장춘)

 

 
1992. 한중노동환경비교 세미나(중국 길림)

1992. 한중노동환경비교 세미나 대표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1989.10.9. 백두산 시찰단 일행(백두산 입구)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38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1993.2.8. 김영삼 대통령과의 만남(청화대)

 

   1992. 한중노동환경비교 세미나(중앙노동경제연구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1993.11. 러시아 원동(연해주)고려인 촌을 방문한 

설용수 이사장

 

1993. 중국연길시 기업대표단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39

   1993. 중국연길시 기업대표단(산업시찰)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1993. 중국연길시 기업대표단(삼성전자 방문)

 
1993. 중국연길시 기업대표단에 강의하시는 이상헌 이사장



040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1994.10. 해외 산업기술연수생 교육

   1994. 해외산업기술연수생 교육(입교식을 마치고 연구원 대강당 로비)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41

   2001. 해외산업기술연수생 교육(연수원 대강당)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00.10. 해외 기술연수교육생 기념사진



04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04. 해외산업기술연수생 교육

1994. 해외산업기술연수생 교육

2006. 해외산업기술연수생(설상영 원장 강의)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43

   2009.10. 해외기술연수생 교육(연구원 대강당)

 
2008. 해외산업기술연수생 교육(연구원 대강당)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44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1995.1. 근로평화상 시상 4회

1995.1. 근로평화상 시상 4회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45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1995. 법인창립 5주년 세미나 두번째 윤석천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1995. 법인창립 5주년 세미나 첫주제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교수     

  1995. 법인창립 5주년 세미나 토론자 김원배 노동부 직업안정심의관 1995. 법인창립 5주년 세미나 토론자 김효명 한양대교수     

   1995. 법인창립 5주년 세미나 청강자들 1995. 법인창립 5주년 세미나 토론자 김영배 한국경총이사      



046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1995. 법인창립 5주년 세미나 토론자 김흥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프레스센터 소강당)

   
1995. 법인창립 5주년 세미나 토론자 조한천 한국노총 정책실장

(프레스센터 소강당)

   1995. 법인창립 5주년 세미나(프레스센터 소강당)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47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1995. 법인창립 5주년기념 한국노동연구원 김대모 원장 - Adobe Acrobat Pro

   1995. 법인창립 5주년기념세미나

   
1995. 중노연논총 출판



048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1996. 카자흐스탄 지도자 연수

 

 1996.2.10. 근로평화상 시상 5회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49

1998.4.2 제1기 자동차정비과정

 

 
1996.4. 중노연논총 노사관계 전문집(본 연구원 발행)

1998.7.3. 중국 길림성 장춘 사회과학원에서 김영휘이사장

 

1998.4.2. 자동차 정비과정 개강식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50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1997.2.27. 근로평화 시상 6회

 

1999. 정보교육센터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51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00.3.4. 근로평화상 시상 7회(설용수 이사장이 대상 수여 모습)



05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2000. 제10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2000. 제10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참가자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53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00.7.15. 김영휘회장, 박재상 국회의원, 정진태 수도사령관등 참석

   2000. 제10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축사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054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00.5.29.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축사 말씀    2000.12. 문선명, 한학자 총재 내외분

   2001.3.19. 제1기 평창군 공직자 조직 활성화 연수기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55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01.7.12. 세계일보 사장 취임식 설용수 사장

 

 
2002.4.7. 중국 북경 청년일보사에서 청년일보와 

자매결연 설용수 세계일보 사장

2002.3.16. 제8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야 현상논문 시상식

 



056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02.10.5. 평양 만경대 기념촬영(설용수 이사장, 고 박보희총재, 북한 고 김용순 민화협회장)

2002.10.6. 북한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기념촬영

 

2002.10.7. 북한 김일성이 안치된 만수대기념관 

앞에선 박보희총재와 설용수 이사장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57

   2002.10.7. 설용수 이사장 평양 영빈관에서 방북단과 기념촬영

2002.10.8. 설용수 이사장 평양 김일성광장 인민대회당 기념촬영

2002.10. 북한 송호경 민화협부회장과

악수하는 설용수 이사장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58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03.4.17. 평택상공회의소 임직원 연수기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2001. 간부공무원 의식개현 연수 

    2002. 지방공무원선택교육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59

   2004.10.14. 설용수 이사장 통일교육 전문위원 서울시 회장 당시 각 지도회장과 기념촬영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04.3.16. 근로평화상 시상 9회

 



060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04. 맞춤형교육 대체사진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2005.6.8. 설용수 이사장 선문대 명예철학박사 

수여 후 기념촬영 2005.6.8. 선문대 이경준 총장, 진성배 부총장과 학위수여 후 기념촬영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61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05. 법인창립 15주년세미나(프레스센타 국제홀)

   2005. 법인창립 15주년기념식(연구원 대강당)    2005. ISO인증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06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2005. 제15주년 기념 세미나 이종태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표준개발부장    2005. 제15주년 기념 세미나 제2주제 김상철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장

   2005. 제15주년 기념 세미나 청강하는 모습

   2005. 제15주년 기념 세미나 토론자 이주일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지원팀장    2005. 제15주년 기념 세미나. 설용수 이사장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63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00.12.27. 국민포장 설용수 이사장(정동영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민훈장 전달) 

   2000.12.27. 국민포장 설용수 이사장(사회교육공로) 2005.12.28. 설용수 이사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064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15.9.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의 달 국무총리상 설상영 교장 수상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2005. 정동영 장관이 설용수 이사장 

국민훈장석류장 수여

 

2007.11.9. 통일문화대상 시상식

 

2007.1.12. 설용수 이사장 통일문화대상(한국일보 주관)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65

2007. 경인지방노동청과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취업협약서 

 

 
2007.12. 수원 평화빌딩(본 연구원 부속 수원교육빌딩)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경북개발공사 "혁신 마인드 워크숍" 교육장면

 

2008. 설용수 이사장 노사발전대상 수상(노동부, 노동교육원)



066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설용수 이사장이 경기도 
교육청 "학교 혁신 
리더십 향상과정" 교육

 
충북 괴산군청 직원 

교육 장면

 
설용수 이사장이
경기도 안산 교육청 "학교 
혁신 맞춤형 워크숍" 교육

 
설용수 이사장이

경기도 광명시 
"Facilitator 맞춤형 혁식
교육 워크 아웃" 교육

 
설용수 이사장이 서울 
강북구청 직원들에게 
강의

 
설용수 이사장이

경북 김천시청 

직원교육

 
2008.11.1. 근로평화상 시상 10회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67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설용수 이사장이
부산 금정구청 혁신역량 및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식 
혁신 리더 교육

 
설용수 이사장이

서울 서대문구청 "구 간부 
혁신 리더십" 교육

 
설용수 이사장이

서울 중구청 직원 교육 

 
설용수 이사장이

전북도청 간부 혁신과
제 도출을 위한 워크아

웃 과정 교육

 
설용수 이사장이
경기도청 직원교육

 
설용수 이사장이

충남 부여시청 

직원교육

 
설용수 이사장이

경남 사천시청 

직원교육

 
설용수 이사장이

충북 옥천군청 

직원교육



068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09.10.9. 설용수 이사장 저서 출판-팍스코리아나
(서울 메리어트 호텔)

 

   2010. 20주년기념 한중포럼 단체사진

 
2009.10.9. 설용수 이사장 저서 출판-팍스코리아나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69

2010.6.14. 고기술산업화창신위원회 곽이비서장 

본 연구원 브리핑 장면

 

    2010.6.14. 고기술산업화창신위원회 곽이비서장 본 연구원 방문 견학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10.6.14. 고기술산업화창신위원회 곽이비서장과 자매결연

 
2010.6.14. 고기술산업화창신위원회 

곽이비서장의 자매결연 의점서



070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10.6.14. 고기술산업화창신위원회 곽이비서장과 설용수 이사장

   2010.6. 고기술산업화창신위원회 연구원 방문 기념사진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71

   2010. 세종회관 소강당에서 세미나 인사말하는 설용수 이사장

   2010.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세종회관 소강당)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7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11. 한중포럼에서 인사말하는 설용수 이사장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73

   2011.8. 협력적노사관계선진화포럼1차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2011. 한중포럼 대표단 기념촬영(세종문화회관 소강)당)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74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11. 협력적노사관계선진화포럼1차(중국 길림성)

   2012.6.15. 중국 하얼빈 상업대학교 국제협력 농기업문화 포럼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75

   2012.6.15. 중국 하얼빈 상업대학교 국제협력 농기업문화 포럼

   2012.9.12. 중국 장춘 이공대학교 국제협력 농기업문화 포럼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76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12. 국제협력과선진화 전략 국회의원 박재상, 노동연구원 이원덕원장과 함께

2012. 국제협력과선진화 전략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77

     2013. 재외동포기술교육 입소식(수료증을 수여하는 설용수 이사장)

2013. 재외동포기술교육 기념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078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14.8. 설용수 이사장 21세기 한국인상 수상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2014.10.6.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중국 길림시 포럼 행사 (주최:중앙노동경제연구원)

 
2014.8. 21세기 한국인상 수상(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79

2014.10.6 행안부 중국 길림 포럼 행사

 

    2014.10.6. 행안부 지원으로 연구원이 실시하는 중국 길림 포럼행사 사회자 설상영원장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14.10.6.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중국 길림 포럼행사 단체사진



080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2014.10.18. 근로평화상 시상 11회 

 

   2014.12. 중.한 기술교육 협약서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81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15.2.14. 제1회 충북 음성군 거주 탈북자에게 새터민 쌀 지원 

   2015.7.16. 법인창립 25주년 기념세미나 (장소:국가인권위원회)



08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2015.7.16. 법인 창립 25주년 노사관계 학술세미나

 

 
2015.7.16. 법인 창립 25주년 노사관계 학술세미나

2015.7.16. 법인 창립 25주년 노사관계 학술세미나에서 

주제강연하는 설용수 이사장

 

2015.7.16. 법인 창립25주년 노사관계 학술세미나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83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2015.7.16. 법인 창립 25주년 노사관계 학술세미나

 

 2015.3.6.  연구원 임원 해외 탐방 터어키(앙카라 한국참전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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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8. 임원 해외 탐방

(설용수 이사장, 박석빈 이사, 황인순 이사와 함께 터키 연수중)  

    2016.2. 제2회 충북 음성 새터민 쌀 지원 

    2016.2.26. 임직원 워크숍

    2015.7.22.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위촉장 설용수 이사장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    085

 
2016.12.18. 설용수 이사장 저서 출판-통일을 말하다  

2016.10.29. 제12회 근로평화상 시상

    2016.10.29. 제12회 근로평화상 시상 2017.4.2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공대학 학장과 일행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설용수교수의통일담론

통일을말하다
설용수

1942년 전북 순창 출생.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미국 남가주대학·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에서
AMP과정과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중앙대학교 산업대학원·한양대학
교 경영대학원에서 MBA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인대
학에서 경영학박사와 선문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승공연합 중앙연수원장,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전임교수, 육해공군대학
초빙교수, 국방정신교육원 교수, 경찰대학교 행정학 교수, 중국 연변대학·
길림대학 객원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도덕성회복국민운동
본부 부총재, 세계일보 사장,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사)민족화해협력국민
협의회 공동의장, 선문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남북사회문화
연구소 이사장, (사)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대표이사, (사)통일교육협의
회 상임고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지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선학장학재단 이사,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상임고문, (재)중
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세계일보 고문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남과 북이 함께사는 길」, 「격동의 시대 총체적 위기,그 실상과
대안」, 「노사관계 매듭풀기」, 「작은 거인의 세상 보기」, 「재중동포 조선족
이야기」, 「전변의 현장에서 본 북한」, 「팍스코리아나 한국인 시대가 온다」
등이 있다.

저자는 다년 간 전국 각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통일 안보, 의식개혁과
직업윤리, 노사관계 및 산업정보 분야의 강의를 3만여 회나 실시해 오면
서도 틈틈이 세계 각국의 석학과 지도자들을 만나 미래세계에 대한 진지
한 토의를 해온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는 전천후 시테크 활동가이다.

국민포장 및 국민훈장 석류장 등 3백여 회의 각종 상을 수상했으며, 제1
회 노사관계발전대상과 통일문화대상, 한민족평화통일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저자는「통일을 말하다」에서 반세기 동안 민족 분단 극복을 위한 안
보와 통일에 관해 대중이 부르면 달려간다는 신념으로 청중을 만나고, 청
중과 함께 통일과 통일 미래에 대한 조국의 완전 광복을 향해 외치고 외
쳤다. 특히 통일미래세대인 젊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미래가 있다는 긍정
적 통일관을 제시하고 분단의 영구적 갈등을 청산하고 통일을 통한 조국
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통일담론을 담았다.

설용수 교수의 저서

전환시대 위기관리

격동의 시대 급박하게 변해 가는 국제관계·남북관계·급진좌경·노학연대
사회 변혁의 위기를 관리하고, 국제문제·사회문제 등에 대한 예리한 통찰
과 분석으로 미래지향적 민족의식과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해 준다.

설용수 교수의 신북한 기행 전변의 현장에서 본 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을 제대로 보고 바로 알아야 하
는 바 통일 안보 전문가인 저자가 북한 방문기간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분석해 놓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고,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길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함께 펼쳐진 새로운 세계질서에 한민족이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방향과 남과 북 사회통합의 정도를 제시하였으며,

‘남과 북이 하나되어야 세계를 향한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한 우리
민족의 지평을 열어 준 저서이다.

격동의 시대 총체적 위기 그 실상과 대안

21세기 국제사회의 대변혁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와 국내사회에 일
고 있는 위기관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더불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신세
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과 대안을 제시고 있다.

노사관계 매듭 풀기

구조조정에 따른 재벌 대변혁,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으
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대립과 투쟁이 아닌 협력과 참여의
발전적 관계로 변화시켜 노사문화를 정착하게 하는 한국 경제발전의 좌우명
을 제시한 저서이다.

세계기행 수상집 작은 거인의 세상 보기
- 신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한국인

필자가 오랫동안 세계여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국제적인 정세·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대하여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정리한 저서이다.

재중동포 조선족 이야기

한 민족으로서 중국 동북지방과 연해주 지역까지 흩어져 조국의 통일과 광
복을 기다리는 그들‘조선족과 고려인, 재중동포’의 실상을 조명하여 그 빛
과 그림자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민족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인의 지혜 우화 유머
- 깨달음을 주는 416가지 철학 이야기

우화 유머는 인간의 이기심을 풍자하여 마음의 정곡을 찌른다. 명쾌한 철학
적 이야기로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PAX KOREANA (한국인 시대가 온다)

서양 문명은 지나가고 동양의 문명이 세계 중심 문화로 등장하고 여기에 동
북아의 중심국가가 되어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는 21세기 통일 한국인 시대
가 온다고 예견하고 있다.

정가 15,000원

남북한 한민족은 사회문화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떤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첫째,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언어·혈통·전통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구성
원들의 결속력이 높아 단일화가 쉬운 장점을 지닌 반면 지나친 애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 다른 민족 문화에 대한 차별주의의 속성이 있어 공동체 발전
을 저해할 수도 있다.
둘째, 문화공동체는 시간 공간을 넘어서 탈영토적, 탈민족적 구성원이 참여
하는 조합적, 자유민주주의적 공동체로서 능률과 성과가 반영되는 개방적 공
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배려 정신과 타인을 포
용하는 정신을 강화하며 전통적, 민주적 가치도 포괄하여 다문화 구성원들의
유기적 유대와 미시적, 중도적 연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통일시대의 주역인 우리
민족은 체계적으로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며 이에 대한 열정과 의지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시
대정신이요, 그 시대 책임 있는 자들의 강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여기에 교육의 과제가 있고 민주시민들의 역할이 있다. 한국의 민주시민 교
육은 북한 주민을 배려하는 마음과 그들과의 연대의식 등 민주적 가치관을
배양하면서 남북 갈등을 축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설용수●

설
용
수

교
수
의

통
일
담
론

통
일

을
말
하
다

한민족 평화통일을 위한 문화공동체

사회평화통일교육이 시급하다

하나 된 대한민국, 한국인 시대를 만들자

한민족의 전통가치관으로 세계평화의 길 열자

●
설
용
수

●

덕업일신(德業日新) 망라사방(網羅四方) 

동북아 신냉전, 강한 대한민국이 대안이다

세계평화와 한반도 신통일방안

유엔 제5사무국 한반도 유치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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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4.2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민간 항공대학 총장 연구원 방문 기념사진

    
2017.4.28. 러시아 항공대학 학장과 함께 협약서를 맺는 

설용수 이사장

    
2017.4.28. 러시아 항공대학 학장과 함께 본 연구원에서 담소하는  

설용수 이사장, 설상영 원장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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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7. Washington Times 회장 초청(수원 라마다 호텔)

 

2018.3.9. 임직원 워크숍(베트남 다낭)

    
 2017.3. 제3회 새터민 쌀 지원(충북 음성 탈북민)

 
   

2018.2.10. 제4회 새터민 쌀 지원

(용인시 거주자 탈북민)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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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나원 강사 워크숍(설상영 원장)

   2018.11.3. 제13회 근로평화상 시상(본 연구원 대강당)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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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설용수 회장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수여한 자랑스러운 서울대 국가정책인 통일 안보 분야 대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임도빈 총동문회장과 함께)

   2018. 서울대학교 국가정책과정 총동문회 단체사진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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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9. 인성교육(설상영 원장이 교육하는 모습)

   2018.11.3. 제13회 근로평화상 시상(본 연구원 대강당)

2018.11.3. 제13회 근로평화상 시상

  

2019.2.9. 임원 해외 탐방 일본연수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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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 제13회 근로평화상 시상

  

2019.2.9. 임원 해외 탐방 일본연수
    

2018.7.16. 법인28주년 직원 워크숍 베트남(다낭)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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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인도네시아 교육감 직업전문학교 방문

   2019.7.26. 인도네시아 농업교사 역량강화 연수(연구원 대강당)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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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26. 인도네시아 농업교사 역량강화 연수

 

 
2019.7.26. 인도네시아 농업교사 역량강화 연수

2019.7.26. 인도네시아 농업교사 역량강화 연수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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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26. 인도네시아 농업교사 역량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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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장 인사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이 ‘노동의 인간화와 산업평화 실현, 그리고 산업 보교육의 비

전 창조’를 위해 노력한 지 어언 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본 연구원이 창립될 당시에는 산

업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노사갈등 현상이 극심했는데, 현대중공업·대우조선·LG

전선 등 대기업들의 노사 관계가 심각한 대결상태로 치달을 때 산업체 현장에서 혹은 교

육원에서 시기적절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데 적극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논문 시상식」을 제정하여 산업 현장에서 열

심히 일하는 모범 근로자와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임직원을 선발하여 시상

함과 동시에 노동경제·노동정책·노동법률 분야의 논문을 현상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노동정책 개발 및 기업문화 발전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매 5주년마다 가장 중요한 노사관계 정책 개발에 관한 포럼이나 세미나도 변함없이 실

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시책에 따른 외국인 산업연수생 약17만 명을 본 

연구원이 위탁받아 한국 적응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원부설「중앙직업전문학교」

에서는 약 1만명에 달하는 직업 훈련생들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능인

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기술교육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지금도 특수용접,지게차,공조냉동,조경 등 

일반 실직자가 취업 하기 쉬운 기본 기술교육생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

회장 / 이사장 설 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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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가올 세계적 기술 인력 양성기관이 되고자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중동

포에게 제과 및 제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원 산하 「ESD교육개발원」에서는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경기도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혁신교육 과정을 통해 대민 행정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6년 동안 걸어온 과정 속에서 노력한 

만큼의 흐뭇한 보람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 임직원 모두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마땅히 감수해야 할 성장통으로 알고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 연구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 동안의 활동 실적과 발자취를 1권

으로 엮어 「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우리 연구원이 있기까지 물심 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간사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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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원 조직 및 현황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창립 배경에서 밝힌것처럼 시대적 요구였을 것이다. 농업사회

에 오랫동안 살아온 한민족이 1960년대 격동기를 거치면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임금 

근로자가 근로대중이 되면서 기업 단위로 노동조직이 형성되었으며 노동조직은 항상 사

용자와 갈등이 증폭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한국처럼 분단상황에서 이념, 정치적태도, 연령, 세대별 차이에서 뚜렸한 집단적 성

격을 구성하여 갈등구조가 심화되면서 정치성향, 지역,빈부 등의 차이가 현저히 다른 성격

의 집단화가 이루워지면서 노사갈등은 대표적 집단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단순히 가진자와 안가진 자가 지니는 특수한 성격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이성적이

지 못한 집단은 예상을 빗나가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 사회는 많이 겪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무조건 기업의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피를 먹는 흡혈귀라는 인식을 전재로 

적대시하면서 사용자의 자본에 의해 형성된 기업 즉 일자리 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적대감정을 앞세워 앞뒤를 가리지 않고 대결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사회적 분위기에 내몰

아가는 형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산업화의 극대화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

다. 한국 사회는 선진화된 제도도 없을 뿐 아니라 선진화된 제도를 받아드릴 수 있는 인식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법인설립의 당위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 목적 사업은 그 근본 골격이 직장인

의 건전한 직업의식의 확립과 동시에 사용자의 제대로 된 제도에 적응시키는 교육 프로그

1.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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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라 생각되어 기본 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이 따른 교육제도였다

고 보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제시된 정관을 실천의 대상으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목적이라 생각된다.

이에 정관에 수록된 목적사업을 이해한다면 설립목적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된다.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정관 제4조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으로 명시된 "연구원은 노사

관계 및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육훈련을 통해 노사 협력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산업평화를 증진하며 나아가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무로서 인류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정 관  제4조 (사업)

1. 근로기준 및 임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3. 인력개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4.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5. 산업재해 및 노동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6. 노동쟁의 조정의 원활을 위한 조사연구

7. 단체교섭 및 협약의 기법개발 및 보급

8. 국내외 노동문제에 관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9. 통계분석 연구사업 

    ① 리서치 사업

    ② 시장조사

    ③ 여론조사         

    ④ 고객만족 여론조사

    ⑤ 기관기업의 직무분석 및 태도조사

10. 청소년 심신수련 및 교육훈련

11. 산업교육 및 연수원 설치운영

12. 해외교류사업 및 산업시찰을 통한 생산성향상, 국내외적 교육훈련

13. 국내외 자료수집 및 출판발행업무

14. 산업평화증진 및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야 현상논문 

     시상 사업



2.

설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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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인정(지정) 교육훈련원 설립운영              

16. 학원설립운영 및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

    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나.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다. 교육위탁사업 

    라.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마.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바.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17.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위 각호의 사업과 부대되는 사업일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사단법인은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재단법인은 재산을 전재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1990년 시점으로 재단법인 설립조건은 정관에 합당한 재산증여가 있어야 하고 현

금 2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의욕이 있다고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살아온 경험으로 보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보와 통일교육 부문에 생을 걸어 놓고 

지도자 양성에 힘써온 과정에 있었고, 본 법인설립 장소의 연수원은 국제승공연합 중앙연

수원 연장 선상에 있었으니 연수원의 시설 전부분을 창설자이신 문선명 한학자 총제님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생을 세계평화와 인류 구원 사업에 생애를 걸어온 총제님께서 재단법인 설립의 당위

성을 이해하시고 연수원 시설을 노동부 공익법인으로 기증해 주실지 이해하기 힘들기 때

문이다. 물론 같은 교육 장소라 하드라도 이제 법인이 새롭게 설립되면 산업교육, 노사관

계교육, 직장인 직업의식, 교육공무원 공직능력향상교육 등 교육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당시 김영휘 재단 이사장님에게 설명드리고 총재님 내외분에게 미국으로 서면으로 충

분히 설명을 드리는 장문의 편지를 올린 바 있다. 물론 총재님은 인류의 구세사업에 합당

하고 황무지에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의 인간화 구현에 유익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설용수

를 신뢰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모든 서류를 갖추고 이사와 감사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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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만반의 준비를 세우고 현금 출자금까지 준비하여 연수원 부지를 기증하는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피말리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1990년 6월 20일 문총재님 내외분이 미국에서 일시 귀국하시여 한남동 공관에서 간부회

의가 열렸다. 그곳에서 이미 서신을 접한 총재님께서 조직내 간부 몇분에게 공익법인의 필

요성을 묻자 몇분의 임원들이 노동부문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받아드리자 문총재님께서 흔

쾌히 승낙을 하시면서 너무나 크고 감동스러운 참으로 대인답고 인류 구원의 주인되신 어르

신처럼 설용수를 일어나게 하고 청중들로부터 설명을 하게 하고 박수를 받게 해주시었다.

그 즉시 재단에서 재산 기부문서를 받고 법인설립에 착수하고 1990년 7월 16일 법인 허

가를 취득하게 되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지금은 본관 기증받은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아서 대학입시생 기숙

학원으로 쓰이고 새롭게 마련한 부지에 세워진 연구원 부설 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는 100

여명의 기술훈련생들이 지게차 과정, 공조냉동 과정, 조경 과정, 특수용접 과정등 교육을 

통해 기술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지만 지난 30년을 회고해본다면 수많은 국가 공공기관 공

무원, 기업간부, 노동조합원, 사회단체지도자, 해외산업교육생, 조선족, 고려인등 교육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할만하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중앙연수원생 100만명,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산업연수생 50만명 

기타 등 200여만명의 무형의 자산인 교육생을 배출했다고 실적을 내세운다면 기적같은 

일을 해내었지만 참으로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파라노마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그동안 말없이 수고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근로평화상 후원회 임원, 기부자, 수상사, 

기타 관계기관원 임직원 모두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법인 설립의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음을 기억하게 한다. 본인

은 일생 전부가 교육자의 일생이었구나 좀 더 발전된 모습의 법인을 후학들에게 남기지 

못함은 크나큰 부담으로 남아진 것 같다.

본 연구원은 3대 교육 기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노동의 인간화 구현에 기여한다.

노동의 인간화 구현이란 기본적으로 노동은 인간의 창조 활동이고 하늘이 인간에게 부

여한 신성한 천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구

3.

교육이념 및 

비전



104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절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보겠다.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다만 임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이는 결코 상품처럼 사고 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고 창조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

수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노동은 인격으로 다루워져야하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은 임금 때문에 노동하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일구어낸 노동의 결과에 대한 만족을 노동자는 느끼고 창조된 제품에 의해서 인류는 보람

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 민주화에 기여한다.

산업사회의 발전은 역사적 진행과정입니다. 산업화의 발전은 필시에 산업화가 가져다

준 부의 생산이 증가되지만 여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혜택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소외 지역이 있게 되어 불평등이 조성되고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임금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등 수많은 산업화가 낳은 부작용이 산

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본 연구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세 번째, 창조적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창조는 발전입니다. 창조는 철저히 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창조적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일자리에 취업하여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실업이 없어지고 기업이 인력을 요구할 때 일자리를 갖게 될 것

입니다. 

그에 맞게 능력이 뒷받침되는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의 문화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이에 

창조적 기업은 문화발전에 능력을 배양하는 기술교육과 기업내의 사용자들이 기업윤리, 

직업윤리 등의 배양을 통해 선진화된 기업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자는 것을 교육 이념

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비전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국경제의 발전 오늘의 시대가 요

구하는 교육프로그램 창출과 시대에 맞은 인재양성 그리고 연구원이 지향하는 노사관계

발전의 정착, 노동의 인간화가 내면에 정착되어 신사회 건설에 앞서가는 교육이념 창출에 

역점을 두고 상황윤리를 정착시키는 연구 개발에 전력투구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없는 관

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가슴 깊이 새겨 마음에 보물로 알고 연구원 발전에 함께할 것을 다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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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 기 이 사

설용수 이사장 황인순 이사 이재형 이사 설상영 이사

권오상 이사

이재준 이사 박종희 감사

박석빈 이사 강삼천 이사 양덕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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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구 원

조 직 도

5.

E S D
교 육 개 발 원
조 직 도

이사장(회장)

총무팀

이사장

EDS 교육개발 원장

교육개발팀

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운영 전화 모니터링

교육개발

교육진행 모니터 요원

교육컨설팅 경영컨설팅 홈페이지관리 자재기술담당

교육운영팀 컨설팅팀 모니터팀 기술팀 파트너컨설턴트

총무/인사 경리/회계 교무행정과 훈련과

중앙직업전문학교 훈련팀

법인원장

EDS 교육개발원(원장)산업정보교육원

중앙직업전문학교

(원장/교장)

경영지원본부 총부

(부원장/교감)

직업훈련팀 부장 

박 진 원

직업훈련팀 건설기계교사 

임 용 남

경영지원본부 과장 

김 숙 희

직업훈련팀 특수용접교사 

이 경 호

직업훈련팀 행정/교사 

이 종 명

직업훈련팀 건설기계교사 

장 두 일

직업훈련팀 조경관리교사 

김 성 중

직업훈련팀 직업상담사 

이 혜 연

직업훈련팀 시설관리 

유 중 선

직업훈련팀 공조냉동교사 

김 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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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 구 원

시 설
❶

❷ ❸

❶본 법인 본관시설과 부지  

❷수원평화빌딩 ❸중앙직업

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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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CO2 용접기 ❷ TIG 용접기 

❸ 용접 실습장 ❹ 동력 전단기

❶ 공조냉동 실습장 ❷ 공기조화

실습장비 ❸ 표준냉동 실험장치

❶기숙조경 실습장

특수용접과

공조냉동과

조경학과

❸

❸

❷

❷

❹

❶

❶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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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게차운전 실습장 ❷ 3톤 지

게차 ❸ 5톤 지게차원운동장

❶ 학교 전경 ❷ 기숙사 휴게실 

❸ 본관 로비 ❹ 대강당 ❺ 기숙사  

❻ 식당 ❼ 운동장 ❽ 탁구장 

❾ 상담실 ❿ 주차장  화장실

 운동장

지게차운전과

학교 시설

❸

❷❶

❶

❹

❼

❿

❷

❺

❽



❸

❻

❾





1987

1990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 

H.I.S.T.O.P.Y

02. 01
국제산업경영연수원 개원

07. 16
재단법인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인가 
(노동부 허가 제122호)

07. 16
김영휘 초대 이사장, 설용수 초대 
원장 취임

11. 01
재단법인 중앙노동경제연구원 및 
부설 산업정보교육원 개원

12. 16
제 1회 근로평화상 시상식

1991
01. 01
노동부 고시 90-91호에 의거 교육
훈련기관 지정(7개과정)

03. 09
설용수 이사장 주한미군사령관 

감사장 수상 

11. 09
제 2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1995

1996

1997

01. 21
제4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12. 07
법인창립 제5주년 기념「세계화시대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에 관한 
세미나 개최

04.
통일그룹 산하 기관 기업체 임직원 
교육

01. 20
제5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05. 16
노동부고시 68500-1915호에 의거 
고용보험 교육 훈련기관지정

07. 12
카자흐스탄 공화국 고려인 지도자 
연수교육(산업정보교육원)

02. 27
제6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1998

1999

2000

04. 01
중앙직업전문학교 이재형 제2대 교장 
및 제3대 산업정보교육원장 취임

07. 08
설용수이사장 도덕성회복국민운동중
앙본부 부이사장 취임

02. 01
부설 정보교육센터(서울 서대문)
개관 및 제 1기 PCT과정 개강식

08. 07
설용수 이사장 노사관계매듭풀기 출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노조지도자 1만명 교육)

03. 04
제7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05. 29
법인창립 10주년 기념「뉴 밀레니엄
시대 노사관계 발전과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12. 01
정부위탁 훈련기관 지정(노동부)

12. 28
설용수 이사장 국민포장 수상

2005
11. 11
법인창립 제15주년 기념「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
한 세미나 개최

12. 28
설용수 이사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
상부)

1993

1994

1992

08. 01
제2차 중국 연길시 기업 대표단 한국 연
수교육(산업정보교육원 : 21일 간 34명)

09. 01
중앙직업전문학교 개교, 설용수 초대 
교장 취임

12. 08
중국 길림성 연길 시정부로부터 공로
감사패 수상

03. 01
격월간「근로평화」지 창간

06. 02
제1회 한·중 노동환경 비교세미나 
개최(중국 장춘)

11. 01
김영휘 초대 회장, 설용수 제2대 
이사장 취임

11. 15
제1차 중국 연길시 기업 대표단 한국 
연수교육(산업정보교육원 : 1개월 간 
20명)

11. 28
제3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2002

2003

2004

01. 21
지방공무원 선택 전문 교육훈련과
정 지정(행자부)

01. 22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지정(노동부)

03. 16
제8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03. 07
설용수 이사장 일본평화통일연합 
구보끼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03. 20
중앙직업전문학교 기숙사 준공

02. 13
설용수 이사장(사)남북청소년교류
평화연대 창립 및 초대 이사장 취임

03. 16
제9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04. 01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워크아
웃)과정 지정(행자부)

04. 21
공익성 기부금 단체 지정(재정경제부)

2006
04. 01
이재형 제2대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원장, 최순동 제4대 산업정보교육
원 원장 겸 제3대 중앙직업전문학
교 교장, 김인건 초대 ESD교육개발

원 원장 취임

06. 01
경기도 교육청 맞춤형 혁신교육(워크 
아웃)과정 지정

06. 29
ISO 9001-2000 인증 취득(행정업
무 표준화)

11. 17
최순동 교장 직업능력개발분야 노
동부 장관상 수상

1887

01. 10
노동부고시 68550-9호에 의거 교육
훈련기관 지정(21개과정)

02.01
산업정보교육원 조만웅 제2대 원장 
취임

07. 14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위탁교육 실시

10. 10
「중노연 논충」지 제 1집 발행



2015
04. 03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부장관)

05. 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 
(경기도지사)

07.01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대통령)

07.16
법인창립 제20주년 기념「한국경제 
발전과 노사관계 학술세마나」에 
관한 토론회 개최

05. 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 
(경기도지사)

09. 01
설상영 교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개발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11. 01
일반고등학교 대상 기술직업교육 승인

2011

2013

2012

11. 07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한·중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포럼」개최(여의도 한국노
동연구원)

01. 02
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기관 지정

06. 15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국제협력과 선진화 된 농
기업문화포럼」개최(중국 하
얼빈상업대학교)

09. 1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제화 및 선진화 기업문화포럼」개
최(중국 장춘이공대학교)

10. 30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국제협력과 선진화 된 기
업문화 포럼」개최(여의도 이
룸센터)

2020
01.15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게차
운전기능사> 교육과정 약정

04. 30
경기도일자리재단<숙련건설기능인
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위탁교육

07.16
연구원 법인창립 30주년

09.22
법인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제14회 근로평화상 수상및 노사
관계분야 현상논문

10.16
『연구원 30년사』 기념책자 발간

2007

2008

02. 26
중앙직업전문학교와 경인지방 노동
청 수원지청 간「취업지원 협약식」체
결

11. 09
설용수 이사장 통일문화대상 수상

11. 30
(주)메가스터디 기숙학원 교육실시
(용인 산업정보교육원)

03. 03
수원소재 법인 건물(8층) 매입

08. 01
수원 중앙정보직업전문학교 개설 
승인(노동부)

10. 07
설용수 이사장 제1회 노사발전 대상 
수상

11. 01
제10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
야 현상 논문 시상식

12. 10
설용수 이사장 한국노동연구원 노
고지 상임공동의장 취임

2020
2013

2014

03. 01
설상영 제5대 산업정보교육원 원장 
겸 제4대 중앙직업전문학교 교장 
취임

03. 27
강동구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업무협약서

05. 20
용인시청 취업직무 위탁교육 계약 
체결

06. 27
동포기술교육 지정기관 (F4 자격부
여과정)

05. 21
용인시청 취업직무 위탁교육 계약 
체결

06. 10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국제적 새마을운동과 선
진화된 기업문화 공유 포럼」개최 2
회(중국 길림시, 연길)

10. 18
제11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분야 
현상논문 시상식

11. 07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
약 (오산대학교)

2016
07. 16
연구원 26년사 기념책자 발간

10. 29
제12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논문 시상식

2009

2010

03. 27
설용수 이사장 (사)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취임

10. 09
설용수 이사장 저서「팍스 코리아나 
한국인 시대가 온다」출판 기념회(서
울메리어트 호텔)

01. 28
건설공제조합과「건설 일용근로자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배관교육실
시 약정서 체결

06. 18
설용수 이사장 중국「고기술산업화
창신위원회」로부터 지도고문 위촉

07. 27
설용수 이사장 제4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지도자 대상 조직위원회 
총재 취임

2019
06.15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미얀마 전문기술 지도자 
양성교육」

06.17
설용수 이사장 미얀마 양곤 국립대
학 교수들에게 한국발전모델 교육

06.18
설상영 원장 미얀마 양곤대학에서 
명예리더쉽과정 박사 학위 수상

10.12
미얀마  DUAL TECH 전문기술교육
기관과 MOU 체결

2017
01. 03
중앙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 개설

02. 05
설용수 이사장 저서 「통일을 말하다」 
출판

06. 10
지역산업맞춤형(오산대학교 컨소시
움) 지게차운전,특수용접 교육

2018
03. 02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성실납세자 선정

10.1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우수훈련기관 3년 인증

10. 29
경기도 ODA<인도네시아 농업교사 
역량강화 국내훈련>컨소시엄 협약

11. 03
제13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논문 시상식

12. 25
설용수이사장 서울대학 안보통일 
자랑스런서울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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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교 육 사 업

분야별 사업실적 공익사업

법인창립 기념세미나

해외사업

ESD 교육개발원 

산업정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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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평화상 

취지문

2.

근로평화상

후원회 

취지문

분야별 사업실적 공익사업

본 연구원은 공익 법인으로서의 설립 정신에 입각하여 평소 산업 현장에서 근로 정

신이 투철하고 직장 생활에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

에 기여한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수많은 근로

자들에게 왕성한 근로 의욕을 북돋아 주고 또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

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화합에 기여해 온 임직원들에게는 그 공로를 치하함과 동시

에 더욱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토록 하기 위하여 「근로평화상」을 제정하

였다. 아울러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이 되는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노동경

제, 노동정책, 노동법률 분야의 논문을 현상 공모하여 우수 논문을 선정, 시상함으로

써 국가의 노동정책 개발 및 기업문화 발전에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모

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국가의 제도상으로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과 기피하는 직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다가설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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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상식 종류와 

시상 내역

요소가 바로 생산직 근로자들이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땀흘려 일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국가 경제의 성장에 따르는 부의 분배에 있어서 생산직 근로자들은 적

지 않은 소외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산업계에 팽배한 이른바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과 해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 현상도 여기에 큰 원인이 있

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하늘로 비상하는 용이 되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생산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산업 용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이 제정한 「근로평화상」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

는 동지들로서 근로평화상 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근로평화상

[시상내역]

① 대 상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② 본 상 : 노사화합 분야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생산성 향상 분야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장인정신 분야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장려상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수상의 조건]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생산직 근로자는 한 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자

③ 관리직 임직원은 한 회사에 7년 이상 근속자

④ 성실과 근면으로 노사화합 및 근로평화에 기여한 자

현상 논문

[시상내역]



① 당선작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② 우수작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③ 가 작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공모분야]

노동경제, 노동정책, 노동법률 분야

[응모자격]

학계, 산업계, 연구소 등의 노사관계 분야에 관심 있는 분

[응모요령]

① 노동경제, 노동정책, 노동법률 분야 중 선택

② 자기소개서，이력서，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200자 원고지 300매 이내 (30매 이내 요약）

* 제출된 논문은 일절 반환치 않으며，수상 논문의 소유권은 본 연구원에 있음．

제1회 근로평화상 시상식

■ 일 자 1990. 12. 16

■ 장 소 국제연수원 대강당

■ 후 원 노동부

4.

시상식

수상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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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1991. 11. 9 오전 10시

■ 장 소 프레스센터 회견실

■ 후 원 노동부, 매일경제신문사, 근로평화상 후원회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수상자 및 시상 내역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대 상 최진식 (주)금성사 평택공장 노동부 장관

[근로평화상]본 상 정익진 현대중공업(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회장

본 상 장종기 아시아자동차공업(주)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본 상 이안모 쌍용자동차(주) 근로평화상 후원회 회장

본 상 김인석 세일중공업(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본 상 차종구 기아특수강(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근로평화상]장려상 강순옥 한국로스트왁스공업(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이진복 한일스텐레스(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옥광호 흥보사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장윤목 대봉상운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김명화 아남전자(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김지덕 국립보훈원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김철용 (주)대웅제약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설영희 환주실업(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김주영 (주)백 양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순상수 두산곡산(주) 이천공장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대   상 문석조 기아자동차 노동부장관

본   상 류운기 금성통신(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원장

장려상 박경춘 대우전자 구미공장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원장

장려상 유희흡 고려합섬(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원장

교육사업    117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대 상 최석진 동방전자산업(주) 노동부 장관

[근로평화상]본 상 박종덕 금성알프스전자(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회장

본 상 서호천 경창브레이크공업(주)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본 상 박춘산 삼천리자전거공업(주) 근로평화상 후원회 회장

[근로평화상]장려상 이연근 강원산업(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박점심 아남전자(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현상논문] 가 작 김용한 대성산업(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118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장려상 윤문원 금성하니웰(주)부천공장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정명룡 화천기공(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김무진 (주)우성산업 부산공장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안인영 순창고추장 기능보유자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문원홍 (주)일신석재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장전수 서해공업(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김재관 (주)삼익악기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박용수 두산유리(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최근식 서진산업(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 주미연 뉴코아백화점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현상논문]당선작 손현덕, 정병열 한국개발연구원(2인 공동 작품)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우수작 장두재 통일사상연구원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 현상 논문 제목

▶당선작 :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임금제도의 모색 ▶우수작 : 금후의 노동정책 방향

● 현상 논문 제목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사관계 전략에 관한 소고

제3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1992. 11. 28 오전 10시

■ 장 소 국제연수원 회의실

■ 후 원 노동부, 매일경제신문사, 근로평화상 후원회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본 상 고영제 (주)신안종합건설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본 상 정이선 경남모직(주) 근로평화상 후원회 회장

본 상 주종평 기아자동차(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본 상 박성호 (주)한 화 보은공장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근로평화상]장려상 이종곤 (주)연합인슈 중앙산업교육원 원장

[현상논문] 가 작 정종석 동북연구소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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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 논문 제목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동북아시아 경제권 전망

제5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1996. 1. 20(토) 오전 11시

■ 장 소 팔레스호텔 회의실

■ 후 원 한국노동연구원, 근로평화상 후원회

제4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1995. 1. 21(토) 오후 2시

■ 장 소 국제연수원 회의실

■ 후 원 매일경제신문사, 근로평화상 후원회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본 상 이경구 오비씨그램(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본 상 반덕용 천일기계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본 상 박순규 (주)서진대금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본 상 장수용 (주)금 비 근로평화상 후원회 회장

본 상 양석창 계양전기주식회사 근로평화상 후원회 회장

[근로평화상]장려상 김석배 한남산업사 중앙산업교육원 원장

장려상 이종학 평화산업(주) 중앙산업교육원 원장

[현상논문] 우수작 구인회 서울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우수작 왕홍성 경상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가 작 공광규 전국금융노동조합 전문위원 근로평화상 후원회 회장

가 작 곽효문 한양대학교 강사 근로평화상 후원회 회장

120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 현상 논문 제목

[우수작]

▶노동조합이 임금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93 금속산업을 중심으로(구인회)

▶명예퇴직 제도에 관한 연구-지방은행을 중심으로(왕홍성)

[가 작]

▶한국 조직노동자의 정치활동 방안 연구(공광규)

▶노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곽효문)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본 상(근
로복지)

오영길 시닉스시계(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회장

본 상(생산성향상) 나찬경 LG전자 세계일보 사장

본 상（노사화합) 김영철 현대전자(주)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제6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1997. 2. 27(토) 오전 11시

■ 장 소 국제연수원 귀빈식당

■ 후 원 세계일보사, 근로평화상 후원회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수상자 및 시상 내역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본상（노사화합） 유해광 의료법인 동수원병원

본 상(근로복지) 배기종 삼성피비화학(주)

본 상(생산성향상) 성민제 (주)태진제약

본 상(생산성향상) 홍병석 아진산업(주)

본 상（장인정신） 김원헌 이화산업(주)

[근로평화상]장려상（노동정책） 신기철 정진화학공업(주)

장려상（노동정책） 고영남 한국야쿠르트

[현상논문] 우수작（노동정책） 김순희 한국노총

우수작（노동경제) 윤현섭 강원대학교

가 작（고용정책) 최희승 콘택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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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2000. 3. 4

■ 장 소 팔레스호텔 회의실

■ 후 원 한국 노동연구원, 근로평화상 후원회

제8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2002. 3. 16(토) 오전 11시

■ 장 소 국제연수원 무궁화홀

■ 후 원 세계일보사, 한국노동연구원, 근로평화상 후원회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근로평화상]장려상
（노사화합）

소병관 ㈜ 롯데 삼강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장려상（장인정신） 송창숙 ㈜ 일 화 근로평화상 후원회 회장

[현상논문] 우수작

（노동정책）
김명진 LG전자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가 작(노동정책） 장수용 전략기업컨설팅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본 상（노사화합） 문육선 대우전자(주)

본 상（장인정신） 이용운 금호생명보험(주)

본 상(산업인력개발) 전시홍 평택상공회의소

본 상(고객서비스향상) 조계술 명진여객(합)

[근로평화상]장려상 최원광 (주)세계일보

[현상논문]우수작（노동경제） 최병기 한국경영문화연구원

가 작（노동정책)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본 상（노사화합） 이규훈 (주)세일여행사

본 상(생산성향상) 박상규 (주)화승 R&A

12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제9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2004. 3. 16(화)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후 원 한국노동연구원, 세계일보사, 근로평화상 후원회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본 상(생산성 분야) 운원심 (주)현대중공업

[근로평화상]본 상(노사화합 분야) 정해룡 G.S칼텍스(주)

[근로평화상]본 상(장인정신 분야) 설동순 순창전통별미고추장

[근로평화상]장려상 문용대 (주)이원건영

[근로평화상]장려상 장종구 이노테크

[근로평화상]장려상 김순희 비룡전자 주식회사

[근로평화상]특별상(외국인근로자) 은구엔주 이호아 한국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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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2008. 11. 1(토) 오전 11시

■ 장 소 국제연수원 무궁화홀

■ 후 원 세계일보사, 한국노동연구원, 근로평화상 후원회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본 상（장인정신） 오준석 (주)이원건영

특별상（장인정신） 황신창 경기도 운수연수원

특별상
（외국인 산업 연수생)

NGUYEN VAN 
THUAN ㈜ 갑일오피스

ACHMAD
SUSANTO 
SOBAR

성진개발(주)

YIN JI HONG (주)서울정밀

DANG VAN 
CHIEN (주)서울섬유

ANOWER 
OSSAIN (주)하 림

JAHARI 
BASUNI 삼원기계

장려상（장인정신） 이정석 리젠트오피스텔 관리단

장려상（장인정신） 현정우 데이터라인시스템

장려상（장인정신） 곽금덕 (주)화승 R&A

장려상（장인정신） 김성채 (주)아펙엔지니어링

[현상논문]우수작（노동경제） 배경화, 김정옥 중소기업진흥공단, KCC금강고려화학

특별상 구홍본 LG전자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본 상(장인정신 분야) 이봉규 뉴스직업전문학교

[근로평화상]우수상(생산성 분야) 강련석 (주)일화

[근로평화상]우수상(노사화합 분야) 임병남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근로평화상]우수상 박태해 세계일보

[근로평화상]우수상 한오연 삼성전자(주)

[근로평화상]특별상(외국인근로자) 박성국 (주)조해국제

[현상논문]최우수작 주태호 흑룡강성 상무청

[현상논문]우수작 박석민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

[현상논문]우수작 림  일 탈북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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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2014. 10. 18

■ 장 소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대강당

■ 후 원 세계일보, 근로평화상 후원회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근로평화상]특별상(외국인근로자) DO DUC CUONG (주)고려기업

[근로평화상]특별상(외국인근로자) SUTANTO 주식회사 원봉

[현상논문]우수작 노순규 한국기업경영 연구원

[현상논문]가 작 하준호 리더십개발 연구원

제12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2016. 10. 29(토) 오전 10시

■ 장 소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대강당

■ 후 원 세계일보사, 근로평화상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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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우수상(장인정신 분야) 이종덕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근로평화상]우수상(장인정신 분야) 박기용 (주)다울엔지니어링 

[근로평화상]우수상(장인정신 분야) 김정배 (주)한국화학장치 

[근로평화상]우수상(장인정신 분야) 정상섭 (주)인성지엘씨

[근로평화상]우수상(생산성 분야) 엄규범 (주)닷컴종합건설 

[근로평화상]장려상(생산성 분야) 문명우 명성엔지니어링㈜ 

[근로평화상]장려상(생산성 분야) 이상준 보성기업 

[근로평화상]장려상(생산성 분야) 김문환 경남여객 

[근로평화상]장려상(생산성 분야) 박선교 (주)에이디엠

[근로평화상]특별상(외국인근로자) 이종국  한소반 

[근로평화상]특별상(외국인근로자) 이세걸 세운개발 

[현상논문]최우수작 이재준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현상논문]우수작 김진범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현상논문]우수작 김송죽 대림대학교 교수

제13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2018. 11. 3(토) 오전 11시

■ 장 소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대강당

■ 후 원 세계일보사, 근로평화상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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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본상(장인정신 분야) 정미정 (주)베이커리 가루

[근로평화상]우수상(장인정신 분야) 임용순 (주)리치웰종합건설 

[근로평화상]우수상(생산성 분야) 현욱훈 (주)한진중공업 

[근로평화상]우수상(노사화합 분야) 양준석  동해산업(주) 

[근로평화상]장려상(직장교육 분야) 김정순   농업법인회사(주)포앤미 

[근로평화상]장려상(근면성실 분야) 송창란  테가비엠(주) 

[현상논문]최우수작 권순직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 

[현상논문]우수작 최용호  (사)전쟁과평화연구소 소장

[현상논문]우수작 김정인 전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교장

수상자 및 시상 내역

시상구분 수상자 소 속 시 상 자

[근로평화상]최우수상(생산성향성 분야) 이만진 선진농업협동조합

[근로평화상]우수상(농어촌활성화 분야) 나경엽 영농법인(해남첫고을)

[근로평화상]우수상(농어촌활성화 분야) 이창섭 서이농장

[근로평화상]우수상(신제품 개발 분야) 양동욱 한방바이오(주)

[근로평화상]우수상(귀농귀촌 정착 분야) 우장식 순창군귀농귀촌위원회

[근로평화상]우수상(품질향상 산업안전 분야) 김용진 디케이에스

[근로평화상]우수상(노사화합 분야) 소용수 아이린냉장(주)

[근로평화상]우수상(장인정신 분야) 정춘기 (주)지디로지스틱스

[현상논문]우수작 양덕춘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공학과 교수

[현상논문]우수작 곽정현 KT충북본부 노사관리 부장

[현상논문]가  작 채영제  농업법인 향기촌 운영위원장

제14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 논문 시상식

■ 일 자 2020. 9. 22(ghk) 14시

■ 장 소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대강당

■ 후 원 세계일보사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및 시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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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 주 제 세계화 시대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 일 시 1995. 12. 7(목) 오후 2시

■ 장 소 중소기업회관 10층(한국노동연구원)

02

1.

개최 목적

2.

기념 학술 

세미나

법인창립 기념세미나

오늘날 국제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정보 및 기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WTO출범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각국이 그 대응 전략을 모색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본과 기술,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화 되고 소득 수준의 변화 및 노동

의 질 적 변화는 물론 고용형태의 변화와 경제적 만족도의 변화, 그리고 도시화, 지방

화, 세계화 등 국제 노동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본 연구원이 법

인 창립 5주년을 맞아 「세계화 시대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마나

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호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❶왼쪽부터 김영배 한국경총 이사, 

김원배 노동부 직업안정심의관, 김

효명 한양대 교수, 선한승 한국노

동연구원 교수, 김대모 한국노동연

구원 원장, 윤석천 한국기술교육대

학 교수, 김홍수 한국경제신문 논

설위원, 조한천 한국노총 정책실장

❷인사 말씀하는 설용수 이사장

❸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소개하는 

한국노동연구원 김대모 원장

❶

❷ ❸

주제 발표 및 토론 참여자

주제 발표 및 토론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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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 주 제 뉴 밀레니엄 시대 노사관계 발전과 정책과제

■ 일 시 2000. 5. 29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후 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제신문사

개회인사 설용수 이사장

사 회 김대모 원장(한국노동연구원)

주제발표
(제1주제) 정보화 사회와 노사관계의 정책과제 - 선한승 교수(한국노동연구원)

(제2주제) 주요 선진국의 직업훈련 제도와 시사점-윤석천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

토론자

김효명(한양대학교 교수)
김흥수(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김영배(한국겸총 이사)
조한천(한국노총 정책실장)
김원배(노동부 직업안정심의관)



개회식 14:00~14:20 사회:이재형( 중앙직업전문학교장)

인사말씀 일 동

축 사 설용수(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제2부 14:20~15:30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 응답

14:20~14:30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사회:설용수(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14:30~15:00
[제1주제] 법, 제도적 측면의 효율성 제고 방안

-발제:이종태(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표준개발부장)

15:00~15:30
[제2주제] 주요 선진국의 직업훈련 제도와 시사점

-발제:김상철(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장)

15:30~15:40 <휴 식〉

❶❷토론회 참가자들과 함께 ❸축

사를 하고 있는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❶

❷ ❸

진행 순서

교육사업    129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제15주년 기념 세미나

■ 주 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일 시 2005. 11. 11(금) 오후 2시

■ 장 소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후 원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정태 한국경총 조사 2국장

이계민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이수봉 민주노총고용안정센터 소장

이정식 한국노총 정책기획국장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성수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한승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5:40~16:30

지정 토론
- 이주일(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지원팀장)
-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박장환(수원 지방노동사무소장）
- 김충식 (미주직업전문학교 이사장）

16:30~17:00 질의 응답(객석）

폐 회

제15주년 기념 세미나  참여자

주제 발표 및 토론 참여자

제 20주년 기념 세미나

■ 주 제 한 ·중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포럼

■ 일 시 2010. 11. 24

■ 장 소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

■ 후 원 한국노동교육학회, 북경노동경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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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법인창립 제25주년 기념시상식 및 

『한국경제 발전과 노사관계 학술 세미나』

■ 일 자 2015년 7월 17일 (금) 15:50~18:0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 빌딩)

연구원 영상매체 관람 일 동

개 회 선 언 사 회 자

국 민 의 례 일 동

연 혁 보 고 설상영 원장

내빈소개 및 인사 설용수 이사장

축 사 이재준 고용노동부지청장

(제1부) 시 상

감 사 패 - 고용노동부 / 이 재 준 관악구지청장

표 창 패 (임직원)

•직업전문학교 / 이 두 용 교수

•경영지원본부 / 김 숙 희 대리

(제2부) 주제발표 『한국경제 발전과 노사관계 학술 세미나』
이원덕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토 론 자
전재균 (공무원 노조 대정부 교섭위원)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기 념 사 진 촬 영 전체 / 수상자

폐 회 사 사 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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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및 토론 참여자

제 30주년 기념 세미나

■ 주 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와 협력적 관계

■ 일 시 2020. 9. 22(화) 14시

■ 장 소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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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연구원 영상매체 관람 일 동

개 회 선 언 사 회 자

국 민 의 례 일 동

연 혁 보 고 설상영 원장

내빈소개 및 인사 설용수 이사장

축 사1 윤재갑 국회의원

축 사2 황인순 소장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주제
『농촌과 도시의 상호협력으로 농업의 안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공동주최

주제강의
정명채 농어촌복지연구원 이사장 / 전)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설용수 이사장 (도시와 농촌의 문화소통)

폐 회 사 사 회 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설용수 이사장

▲농어촌복지연구원  
   정명채 이사장 

▲국제평화연구소 황인순 소장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설상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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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

해외 교육 

협력 분야

해외사업

중국 연길시 기업 대표단 한국 연수교육

추진 경위

1992년 8월 17일 중국 연길시에서 설용수 본 연구원 이사장과 이득룡 연길시위 

서기겸 인민대회 우호협회 명예회장이 [연길시 기업가 한국 초청 연수 합의서] 를 체

결함에 따라 제1차로 1992년 11월 15일부터 1개월간 연길시 기업 대표단 20명이 본 

연구원 부설 산업정보교육원에서 [한·중 경제협력 개발대학] 과정의 연수교육을 받

게 된것이다.

연수교육 목적

•한국 사회 경제 발전의 실상을 재중 한국 동포의 경영 관리자가 정확히 이해 습득

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 경제 개발계획의 모델로 활용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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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한국동포의 경영 관리자에게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경영 관리기법과 과학적

이고 능률적인 신생산 관리기법을 교육 훈련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의 과학적 생산 기법과 사회주의의 합리적 분배 방식의 장점만을 실질적

으로 살려 양 체제 사이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 경제 발전을 강력히 추

진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자를 배출하는 데 있다.

•세계 경제의 BLOC화, 경영의 GLOBAL화 되어 가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

처함에 있어 중국의 무한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된 경영

관리 기술 및 자본을 능률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가올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준비

하는 데 있다.

한·중 노동 환경 비교 세미나

개최 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 중국의 개방화 정책 이후 한·중 수교와 함께 양국의 협력관

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쌍방의 대표들이 상호 방문하여 사회 및 경제 실

정을 파악하고 산업 현장을 견학 시찰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 환경 특히 임금, 근로

시간, 산업재해, 생산성, 품질, 노사관계 등 체제가 서로 다른 노동환경을 파악, 비교

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장차 한국 기업이 대처해야 할 방안, 특히 3D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회 한·중 노동환경 비교 세미나

199년 6월 2일, 중국 장춘시 과학회당 회의실에서 본 연구원과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

회 연합회가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한국 측에서 30명의 대표와 중국 측에

서 초청한 일본, 대만, 러시아의 옵서버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 이소경 길림성 사회과학회 연합회 상무 부주석의 개막사에 이어 설용

수 본 연구원 이사장은 [경제발전의 모델로서의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 발전에 미치

는 영향] 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 본 세미나는 제9회까지 개최되었음.

카자흐스탄 공화국 고려인 지도자 연수교육

추진 경위

1937년 당시 소련 스탈린의 무자비한 독재와 탄압정책에 의해 연해주에 정착하고 있

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함으로써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

다.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꿋꿋이 살아남아 한민족의 우월성을 발휘해 

온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고려인 지도자 25명이 허 양 선교사를 비롯한 양원식 고려일

보사 사장, 황환채 세계일보사 사장 등의 주선으로 한국에 초청됨에 따라 설용수 이

사장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본 연구원 주최로 용인소재 산업정보교육원에서 10일간

이 연수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 목적

오랜동안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온 고려인 지도자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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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주의 이념 및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시켜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적 지도자로 

양성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과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산업시찰을 병

행함으로써 이들 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경제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한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의 긴밀한 문화 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이들이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외국인 산업 연수생 위탁교육

우리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와 교역하고 있거나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아시아권 개발

도상국가들(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파키스탄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해당 국가의 젊은이들에 대하여 산업기술을 연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 시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외국인에 대

한 산업기술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본 교육원은 이러한 정부의 취지와 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외국인 연수협력단으로부터 위

탁을 받아 1994년 7월 14일부터 외국인 산업연수 교육을 실시해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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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20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차

사업명 한·중 협력적 노사관계 선진화포럼 1차

일   시 2011년6월 29일

장   소 북경교통대학 대회의실

20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2차

사업명 한·중 협력적 노사관계 선진화포럼 2차

일   시 2011년 11월 7일

장   소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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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차

사업명 국제협력과 선진화 된 농기업문화 포럼 1차

일   시 2012.06.15.(금)

장   소 하얼빈상업대학교 국제호텔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2차

사업명 국제화 및 선진화 기업문화 포럼 2차

일   시 2012.09.12(수)

장   소 중국 장춘이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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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3차

사업명 국제협력과 선진화된 기업문화포럼 3차

일   시 2012.10. 30(화)

장   소 한국 이룸센터 누리홀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차

사업명 중국 기업인,농촌지도자 새마을운동 교류 포럼 1차

일   시 2014. 6. 10(화)

장   소 중국 길림시 조선족군중예술관 아리랑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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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2차

사업명 중국 기업인,농촌지도자 새마을운동 교류 포럼 2차

일   시 2014. 8. 21 (목)

장   소 중국 연길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차

사업명 1차 국제적 새마을운동 확산과 선진화된 기업문화 공유 포럼

일   시 2015. 7. 24

장   소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우의공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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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2차

사업명 2차 국제적 새마을운동 확산과 선진화된 기업문화 공유 포럼

일   시 2015. 8. 14

장   소 중국 대경시 백호호텔 3층 대강당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명 미얀마 전술기술 지도자 양성 교육

일   시 2019. 4. 1 ~ 2019. 11. 30

장   소 미얀마 DUAL TECH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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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

ESD 

교육개발원 

ESD 교육개발원 

ESD 교육개발원은?

●   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에 따라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선택 전문 교육훈련 과정을 지정받았습

니다．

●   교육문의 및 상담 (ESD 교육개발원）

    TEL : (02)458- 8963, 5   FAX : (02) 455-0838, WWW.clei.or.kr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7- 8 리젠트 오피스텔 1001호

01_ 자기 개발

03_ 서비스 향상

02_ 조직 개발

전문
교육기관

04_ 목표 달성

Self Development

Service Development

System Development

Succes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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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D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배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무 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

발하였으며, 프로그램에는 핵심 역량 강화 교육, 계층별 교육, 공공기관 교육, 고객 

감동 서비스 혁신 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100여 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
개발

선발
배치

행동

지식

스킬

가치관

개인특질

컴피턴시(Competency)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우수한 성과자가 지니고 있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공통적이며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행동 및 사고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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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역량강화

교육 

대인관계 능력 향상 과정

》》》 과정목표 

■ 자신과 타인의 태도와 행동양식의 이해를 통한 대인곤계 문제점 개선

■ 조직 및 구성원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

■ 의사소통 활성화와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조직 성과의 극대화

》》》 교육시간

■ 16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대인관계의 본질
•대인관계의 중요성

•대인관계의 특징 이해
강의/토의

2.   자아분석과 타인

이해

•교류분석 및 성격유형 진단

•자아상태 분석

•행동유형 분석

•행동유형별 대응방안

강의/실습

3.   커뮤니케이션 

스킬

•커뮤니케이션 개요

•사례분석 및 연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실습

강의/토의

/실습/사례연구

4. 갈등관리

•갈등원인 이해

•갈등 유형별 사례분석 및 연구

•Win-Win 갈등관리

•갈등관리 시뮬레이션

강의/토의

/실습/사례연구

5.   액션 플랜 수립
•대인관계개선 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실행계획 공유 및 Feedback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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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관리 과정

》》》 과정목표 

■ 비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태도수립

■ 개인과 조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비전 창출

■ 조직의 비전 공유와 내재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

》》》 과정특징

■ 토의와 참여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인 비전 창출 실습

■ 팀별 시뮬레이션 활동으로 비전 공유와 내재화의 중요성 재인식

■ 생생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접근 용이

》》》 교육시간

■ 20시간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강의/토의/실습

2. 변화와 패러다임

•환경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변화관리

•변화관리의 장애요인 극복방안

강의/토의/사례연구

3. 비번의 이해1

•비전의 정의 및 필요성

•사례분석 및 연구

•비전 & 미션

강의/토의/사례연구

4. 비전의 이해2

•비전 설정

•비전 수립

•비번의 공유와 내재화

강의/토의/실습

5. 비번개발 실습

•비전개발 프로세스

•환경의 이해와 핵심가치

•키워드 도출 및 채택

•선언문 도출 및 채택

•실행계획 수립

강의/토의/실습

6. 액션 플랜 수립
•비전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실행계획 공유 및 Feedback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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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 스킬 향상 과정

》》》 과정목표 

■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 배양을 통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 전달방법 습득

■ 표현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배양

■ 스피치 능력 강화로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 향상에 기여

》》》 과정특징

■ 사전VTR 분석과 개인별 목표 설정을 통한 전략적 스킬 향상

■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준비와 자료작성, 전달기법 등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실제적인 기술의 습득

■ 과정진행 중 개별 준비한 최종PT발표와 Feedback을 통한 목표 달성도 확인

》》》 교육시간

■ 20시간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 프리젠테이션의 개요

•프리젠테이션의 정의

•프리젠테이션의 범주

•프리젠테이션의 효과

강의/사례연구

2. 프리젠테이션의 실행

•프리젠테이션 역량 진단

   -나의 PT SWOT분석

•스킬 향상 목표 설정

강의/실습

/동영상연구

VTR F/B

3. 프리젠테이션 준비

•프리젠테이션의 기획

•PT준비의 4W

   -Who, Why, What, When / Where

강의/실습

/동영상연구

4.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Visual의 중요성

•자료작성의 원칙

   -그래프 활용 -색상활용의 원칙 -Layout 활용

•장의적 자료작성

강의/실슴

/동영상연구

5. 프리젠테이션 전달 기법

•효과적인 전개방법

   -내용구성의 3단계

   -전개의 포인트

   -긍정적 표현

•프리젠테이션의 자세와 태도

•PT커뮤니케이션의 스킬

강의/실슴

/동영상연구

6. 프리젠테이션 실행Ⅱ •PT발표 실습 VTR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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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역량 개발 과정

》》》 과정목표 

■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량을 재고하고 정확한 역할 인식

■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직한 리더상 정립

■ 조직 및 업무 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관리를 통한 성과의 극대화

》》》 과정특징

■ 다양한 지침 재시를 통해 스스로 리더로서의 필요조건을 생각해 보고 

    실직적인 리더역량 재고

■ 실행계획작성을 통한 리더 역할 강화의 내재화

》》》 교육시간

■ 2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리더쉽 이해
•리더십 개념

•리더십 종류

팀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셀프 리더십

상황대응 리더십

변화관리 리더십

위기관리 리더십

성과추구 리더십

강의

2. 변화와 리더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변화하는 조직과 리더의 역할

•리더의 변화관리

강의/토의

3. 조직과 리더

•팀 리더십의 이해

•의사소통

•동기부여

•갈등관리

•집단조정

•조직개발

강의/토의/실습

4. 업무와 리더

•비전과 목표

•계획수립 및 추진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

•성과관리

강의/토의

/사례연구

5. 액션 플랜 수립
•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실행계획 공유 및 Feedback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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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전문가 과정

》》》 과정목표 

■ 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Facilitator로서의 자질 향상

■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회의 운영 능력 습득

》》》 과정특징

■ 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함양

■ 사례 제시를 통한 회의 진행의 장애요소 사전 제거 및 대처능력 향상

■ 동영상, 토의, 역할 실습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실제적 운영스킬 체득

》》》 교육시간

■ 20시간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 회의의 기본

•회의의 종류와 목적

•성공하는 회의와 실패하는 회의

•회의 참가자의 역할과 자세

강의/토의/사례연구

2. 회의의 준비

•회의 기획 및 준비

   -Agenda의 준비와 작성

   -회의의 공지 및 참가자 선정

   -장소와 사용도구 준비

   -자료의 작성 및 배포

강의/토의/실습

3. 회의의 진행

•회의진행 Process 이해

•회의 진행의 효과적인 도구

•회의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촉진자의 활용

강의/실습/동영상연구

4. 까다로운 회의

•까다로운 상황의 유형

•중재 및 예방기법

•R/P 실습

강의/실습/동영상연구

5. 합의 도출하기

•합의의 이해

   -합의의 중요성

   -참여와 합의

•합의 이루기 기법

•합의 이루기 실습

강의/실습/사례연구

6. 회의의 정리
•회의의 평가

•결정사항의 실행 및 점검
강의/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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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능력 향상 과정

》》》 과정목표 

■ 단편적 발상으로부터 벗어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습득

■ 조직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의욕 고취

■ 문제해결 및 분석방법의 체계적인 절차 습득으로 조직내 문제의 효과적 해결능력배양

》》》 과정특징

■ 팀별 구성과 참여형 토론, 발표 및 피드백을 통한 체득형 학습

■ 단계별 Tool활용 및 Sheet 작성법 습득으로 현업에 적용가능한 문제 해결 도구 제시

■ 팀별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과제도출 및 발표, 평가의 시간

》》》 교육시간

■ 20시간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 도입

•문제해결/의사결정의 중요성

•합리적 사고의 개요

•문제해결 의사결정의 프로세스

강의/사례연구

/동영상연구

2. 현상파악

•현상의 명확화

•현 상황분석

   -잘 되고 있는점 vs 개선이 필요한 점

강의/토의/실습

3. 문제인식

•문제의식 프로세스

•문제인식의 Tool

   -Brain Storming

•문제점의 검증

•우선순위 설정 및 핵심문제점 선정

강의/토의/실습

4. 원인분석 및 잠재 원인  

   분석

•일반적 사고 vs 원인분석적 사고

•원인분석의 Tool

   -3 Why’s Brain Writing, Fish-bone Diagram

•원인의 검증

강의/토의/실습

/동영상연구

5. 해결안 도출
•단편적 사고 vs 창의적 사고

•해결방안의 검토
강의/토의/실습

6. 의사결정 및 실행 계획   

   수립

•의사결정의 프로세스

•의사결정의 Tool

   -Pay-off/Effort Matrix

•실행계획의 수립

•발표 및 공유/평가

강의/토의/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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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스킬 향상 과정

》》》 과정목표 

■ 조직운영의 변화에 따른 팀 리더의 역할 변화와 촉진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코칭의 중요성 인식

■ 리더의 코칭 스킬 함양을 통한 조직 내의 코칭 문화 구축

■ 팀원 개개인의 성과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 계호기 수립으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 과정특징

■ 성공적인 코칭 프로세스 모델의 제시

■ 실행 가능한 사례 제시와 참여 학습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진행되는 체계적인 과정 구성

■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Action Plan 수림과 Role-Playing 실습으로 상황 대처능력 향상

》》》 교육시간

■ 16시간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 코칭의 시작

•코칭의 의미
   -관리에서 코칭으로
•코칭의 필요성과 효과
•성공적인 코칭 Process

강의/동영상연구
/사례연구

2. 코칭 Process 1

•코칭 Model 이해
•Step1. 수행문제 인식
   -지지와 함께 시작하기
   -문제를 명료화하는 질문하기
   -문제해결 니즈 형성하기

강의/토의

3. 코칭 Process 2

•Step2. 해결방안 도출
   -아이디어 요청
   -적극적 경청과 확인
   -아이디어 제안
   -실천계획 수립

강의/토의

4. 코칭 Process 3
•Step3. 후속절차
   -다음 코칭일 정하기
   -지지 재확인

강의/토의/동영상연구

5. 행동유형별 코칭
•행동유형 이해 및 진단
•타인의 유형 이해
•행동유형별 코칭

강의/토의/실습
/동영상연구

6. 코칭 종합실습
•시나리오 작성
•R/P 실습
•코칭이 곤란한 상황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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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스킬 향상 과정

》》》 과정목표 

■ 역량 높은 구성원의 멘토링 기법 향상을 통해 조직에 필요한 핵심 구성원의 역량 강화

■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핵심 역량의 전수를 통한 조직 성과의 극대화

》》》 과정특징

■ Role-Playing을 통한 실습으로 멘티 육성의 실제를 모의 체험

■ 다양한 유형의 모델 제시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가능

■ 수준 진단의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 구체화

》》》 교육시간

■ 16시간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 도입

•멘토링의 개념

•멘토링의 목적

•멘토링의 기대효과

•사례분석 및 연구

강의/토의

2. 역할 인식

•멘토와 멘티의 관계

•멘토의 핵심역량

•멘티의 필요역량

•멘토링의 역할수행 원칙

강의/토의

3. 계획수립 및 유형파악

•계획수립 요구사항

•멘토와 멘티의 유형 분석

•유형별 대응방안

•멘토링의 계획 작성

강의/토의

4. 멘토링 스킬

•멘토링의 스킬 분석

•멘토링 실습 R/P

•멘토링 스킬 수준 진단 및 F/B

강의/토의/실습

5. 멘토링 활용
•멘토링 활용시 주의사항

•상황별 멘토링 적용 사례연구
강의/토의/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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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층별 교육

신입사원 능력개발 과정

》》》 과정목표 

■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바람직한 직상생활영위

■ 조직의 일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에 조기 적응

■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

》》》 과정특징

■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듈을 활용한 교육 일정의 맞춤식 구성

■ 조직이 원하는 신입사원의 기본 자세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바탕을 둔 인성교육 강화

■ 신입사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실직적인 업무 스킬 배양 훈련

》》》 교육시간

■ 4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T/A
MBTI
DiSC

Assmbly Game
Challenge
Adventure
OL 훈련

팀파워 훈련
SWOT기법

강의/토의/실습

2. 직장인의 태도
•직업의식과 가치관
•조직문화의 이해
•조직생활의 자세

강의/토의/실습

3. 직장인의 예절
•직장예절
•비즈니스 매너
•이미지 메이킹

강의/토의/실습

4. 대인관계
•대인관계의 중요성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커뮤니케이션 기법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5. 팀웍 강화
•공동체훈련
•아웃도어 트레이닝
•전통문화 체험

강의/토의/실습

6. 업무관리

•조직과 개인업무
•현상파악 기법
•의사결정 방법
•업무수행 방법
•정보 및 시간 관리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7. 능력개발
•기획과 제안서 작성 기법
•파워포인트 활용 방법
•프레젠테이션 기법

강의/토의/실습

8. 비전 및 계획
    수립

•직장인의 성공적인 삶
•비전 설정
•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실행계획 공유 및 Feedback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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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역량 강화 과정

》》》 과정목표 

■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조직과 개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조정하는 바람직한 관리자상 정립

■ 관리자에게 필요한 관리 스킬을 습득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조직 및 업무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관리자 역량 배양

》》》 과정특징

■ 업무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기법 교육

■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한 우수 모델 벤치마킹 용이

■ 실행계획 발표와 피드백을 통한 개인 비전의 구체화와 적극적인 행동변화 유도

》》》 교육시간

■ 3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T/A
MBTI
DiSC

Coaching Skill-
Up

셀프 리더십
팀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강의/토의/실습

2. 관리환경의 
   변화와 관리자

•관리의 개념
•관리자의 역할
•관리자의 변화관리
•혁신의 실천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3. 대인관계

•상사와 부하직원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커뮤니케이션 기법
•갈등관리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4. 조직관리

•조직 구성
•조직 운영
•조직 역량 강화
•조직 활성화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5. 업무 및 성과관리

•업무개선
•전략적 사고와 성과
•성과 창출 관리
•코칭의 이해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6. 리더십
•셀프 리더십
•팀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7. 자기계발 및
   계획수립

•인생 전략
•비전 설정
•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실행계획 공유 및 Feedback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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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고급 관리자 과정

》》》 과정목표 

■ 중견 및 고급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전반적인 관리 역량을 높이고 핵심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조직의 리더그룹으로서 책임과 신념을 각인하고 존경 받는 리더의 자질 함양

■ 다양한 관리 스킬 전수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 과정특징

■ 중견 및 고급관리자에 특화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법 습득

■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리더십 함양과 코치로서의 역할 인식

■ 교양 특강을 통해 다양한 개인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육시간

■ 3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Coaching 
Skill-Up

셀프 리더십
팀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강의/토의/실습

2. 관리환경의 
   변화와 관리자

•고급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고급관리자의 신념
•고급관리자의 변화관리
•혁신의 실천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3. 인력관리

•인재발굴 및 육성
•팀웍과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코칭의 이해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4. 조직관리

•전략적 조직 구성
•조직 역량 강화
•조직 활성화
•갈등관리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5. 성과관리

•전략적 사고와 성과
•성과 창출 방안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성과 목표 관리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6. 리더십
•셀프 리더십
•팀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7. 특강
•건강관리
•노사관계
•벤치마킹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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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자 과정

》》》 과정목표 

■ 경영자의 필수 요소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인드 구축

■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과 일류기업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역량 강화

■ 경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리더십 함양

》》》 과정특징

■ 단순한 이론 강의보다는 실천적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교육 참가자들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휴먼 네트워크의 확장 도모

■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벤치마킹 용이

》》》 교육시간

■ 3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경영환경 변화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자의 역할

•변화관리의 이해

•변화관리의 필요성

•변화관리 장애요소

팀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2. 경영자의 자질

•혁신적 경영자

•창조적 경영자

•선행적 경영자

강의/토의/실습

3. 기업문화

•기업문화의 이해

•기업의 가치관

•기업의 비전

•기업문화의 창조

강의/토의/실습

4. 조직관리

•의사소통

•조직활성화

•조직개발

•조직혁신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5. 전략경영

•전략의 이해

•비전설정의 중요성

•전략경영의 단계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6. 리더십

•기업과 리더십

•리더십의 요소

•팀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7. 계획수립
•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실행계획 공유 및 Feedback
강의/토의/실습

8. 특강
•경영자의 건강관리

•이미지 메이킹
강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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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능력 향상 과정

》》》 과정목표 

■ 여성으로서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하여 조직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역량 함양

■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도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여성 리더 양성

》》》 과정특징

■ 조직이 원하는 여성 역량을 배양할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 구성

■ 여성으로서의 콤플렉스를 없애고 진취적인 마인드를 고취하는 사례연구를 통한 Case Study

■ 비전과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적극적 행동변화 유도

》》》 교육시간

■ 4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T/A
MBTI
DiSC

강의/토의/실습

2. 환경변화와 
   성의 역할

•직무환경의 변화
•조직 내 양성의 역할 변화
•여성에게 기대되는 가치관

강의/토의

3. 휴먼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의 이해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커뮤니케이션 기법
•이미지 메이킹
•갈등 및 위기 관리

강의/토의/실습

4. 업무수행능력
   관리

•업무상 여성의 강점과 약점
•창의적인 사고력
•자주적인 업무수행
•효율적인 업무수행
•정보 및 시간 관리
•문제해결 방법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5. 여성의 리더십

•조직과 여성리더
•팀 리더십의 이해
•셀프 리더십의 이해
•여성리더로서의 핵심 역량

강의/토의/사례연구

6. 성공전략

•자기계발
•프로정신
•결혼과 육아
•건강관리

강의/토의/실습

7. 비전 및 계획  
   수립

•비전 설정
•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실행계획 공유 및 Feedback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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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 교육

공직문화 입문 과정

》》》 과정목표 

■ 공직 문화 적응을 위한 일체감 및 동질감 제고

■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정보의 습득

■ 신규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및 자질 함양

》》》 과정특징

■ 공직사회에 적합한 기본 자세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바탕을 둔 인성교육 강화

■ 혁신마인드 정립, 행정서비스 스킬,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 공직자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스킬 배양 훈련

■ 팀 활동과 토론 활동을 통한 유대강화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 교육시간

■ 2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T/A

MBTI

DiSC

Presentation

강의/토의/실습

2. 혁신특강
•21C 환경변화와 정부혁신의 이해

•Paradigm 전환과 자기혁신
강의/사례제시

3. Vision 관리
•성공적인 삶을 위한 Vision 설정

•비전 선포 및 공유
강의/토의/실습

4. 대인관계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행동유형별 관리 기술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기법

강의/토의/실습

5. 행정서비스

    Skill-Up

•행정수요 니즈의 변화

•민원 접점 MOT 분석 및 관리

•불만민원 관리 기술

강의/사례제시/실습

6. 팀웍 강화

•공동체훈련

•팀 파워 챌린지

•조직혁신 액션 프로그램

강의/토의/실습

7. 능력개발

•기획과 제안서 작성 기법

•파워포인트 활용 방법

•프레젠테이션 기법

강의/토의/실습

8. Work-Out
•혁신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Town Meeting Process

강의/토의/실습

/동영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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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그룹 역량강화 과정

》》》 과정목표 

■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인식을 통한 저항 극복 및 수용성 제고

■ 혁신에 대한 도전의식 및 자신감 고취

■ 혁신 추진그룹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실행력 확보

》》》 과정특징

■ 혁신 추진그룹별 핵심 목표와 방향설정으로 적합한 수준의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업무를 고려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능력개발 위주 프로그램

■ 다양한 사례제시와 자기주도형 참여식 학습을 중심으로 한 체득식 교육

》》》 교육시간

2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T/A

MBTI

DiSC

Best Practice

Benchmarking

강의/토의/실습

2. 혁신특강 •혁신적 사고와 변화관리 리더십 강의/사례제시

3. 리더십

•변화하는 조직과 리더의 역할

•리더역량 자가진단

•팀 리더십 실습

강의/토의/실습

/동영상 연구

4. 커뮤니케이션
   기법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 분석

•행동유형별 관리 기술

•사람간·조직간 효과적인 의사전달 기법

강의/토의/실습

5. 의사결정 기법

•문제해결/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

•의사결정 Process의 이해

•Tool을 활용한 실행계획 수립

강의/토의/실습

6. 벤치마킹 기법

•벤치마킹의 개요

•벤치마킹의 Model

•벤치마킹 프로젝트 수행 실습

•벤치마킹 추진절차 및 고려사항

강의/사례제시/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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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리 전문가 과정

》》》 과정목표 

■ 대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원관리자로서의 자질 함양

■ 이미지 개선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

》》》 과정특징

■ 민업무 위주의 행정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스킬향상 과정

■ 구체적으로 제시된 민원인의 유형별 대처방법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민원현장 적용 가능

■ 서비스와 혁신교육의 접목을 통해 대민 업무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의 도출

》》》 교육시간

■ 2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MOT

T/A

MBTI

DiSC

Work-out

강의/토의/실습

2. 혁신특강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서비스 혁신

강의/사례제시

3. MOT 이해

•행정수요 니즈의 변화
•행정서비스 접접(Moment Of Truth)의 
   구성요소
•행정서비스 혁신 사례

강의/토의/실습

4. MOT 분석 및
   관리

•행정서비스 접점 분석
•세부 접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강의/토의/실습

5. 커뮤니케이션
   기법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행동유형별 관리기술
•Stoke의 중요성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

강의/토의/실습

6. MOT 개선

•접점관리 기술
   -민원인 응대
   -대화예절
   -전화응대
   -용모관리
•불만민원 관리 기술

강의/사례제시/실습

7. Workshop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Workshop
•실행계획서 발표 및 공유

강의/토의/실습

세부 프로그렘은 기관의 요구에 맞게 수정·변경 가능합니다.

교육 기간 중 저녁시간 “화합을 위한 시간” 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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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그룹 역량 강화 과정
혁신추진그룹 교육시간 20시간

변화관리자(CA) 그룹 교육시간 2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Coaching 

Skill-Up

Presentation

Work-out

강의/토의/실습

2. 혁신특강 •혁신주도 리더십 강의/사례제시

3. 전략적 사고

•전략적 사고의 이해와 흐름

•전략적 환경분석기법

•전략적 실행과 리더십

강의/토의/실습

4. 코칭기법

•코칭의 필요성과 효과

•코칭 Model의 이해

•성공적인 코칭 Process 실습

강의/토의/실습

/동영상 연구

5. 프레젠테이션
   기법

•기획과 제안서 작성 기법

•파워포인트 활용 방법

•프레젠테이션 기법

강의/토의/실습

6. Work-out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도출 Town Meeting Process

강의/토의/실습

/동영상 연구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MOT

Work-out

강의/토의/실습

2. 혁신특강
•행정환경 변화와 변화관리자의 역할

•혁신마인드 확산과 혁신사례
강의/사례제시

3. 문제해결 기법

•문제해결/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

•의사결정 Process의 이해

•Tool을 활용한 실행계획 수립

강의/토의/실습

4. 고객만족 기법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니즈의 변화

•민원 접점 MOT 분석 및 관리

•불만민원 관리 기술

강의/토의/실습

5. 회의진행 기법
   (Facilitation기법)

•성공하는 회의와 실패하는 회의

•회의 기획 및 준비

•합의 도출하기

강의/토의/실습

/동영상 연구

6. Work-out
•혁신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Town Meeting Process

강의/실습

/동영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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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직자 리더십 향상 과정

》》》 과정목표 

■ 공직사회가 기대하는 여성공직자의 리더십을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여성으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공직문화 전체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공직자 리더 양성

》》》 과정특징

■ 공직사회가 원하는 여성공직자 역량을 배양할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 구성

■ Case Study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콤플렉스를 없애고 진취적인 마인드 고취

■ 구체적이고 명확한 여성공직자상의 제시를 통해 적극적인 행동변화 유도

》》》 교육시간

■ 4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T/A

MBTI

DiSC

팀 리더십

셀프 리더십

강의/토의/실습

2. 공직사회의 변화와   
   여성공직자의
   역할

•직무환경의 변화
•공직사화의 양성 역할 변화
•여성공직자에게 기대되는 가치관

강의/토의

3. 여성공직자의 리
   더십

•공직사회와 여성리더
•팀 리더십의 이해
•여성리더로서의 핵심 역량

강의/토의/사례연구

4. 휴먼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의 이해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커뮤니케이션 기법
•이미지 메이킹
•갈등 및 위기 관리

강의/토의/실습

5. 업무수행
   능력관리

•업수상 여성의 강점과 약점
•창의적인 사고령
•자주적인 업무수행
•효율적인 업무수행
•정보 및 시간 관리
•문제해결 방법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6. 성공전략
•셀프 리더십을 통한 자기계발
•적극적인 여성공직자상
•프로정신

강의/토의/실습

7. 여성특강
•결혼과 육아
•성 바로 보기
•여성공직자의 건강관리

강의/토의/실습



교육사업    163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공직문화 활성화 과정

》》》 과정목표 

■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체험하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공직 자상 정립

■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여 긍정적인 공직마인드 배양

■ 공동체 훈련을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로 조직의 성과 제고

》》》 과정특징

■ 기관의 문화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강한 공동체의식 강화의지 제고

■ 다양한 체험식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협동과 조화의 마인드 함양

■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맞춤식 과정으로 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개발 및 운영

》》》 교육시간

■ 24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T/A

MBTI

DiSC

Assembly Game

99초를 잡아라

도전! 골든벨

Challenge

Adventure

OL 훈련

팀파워 훈련

도자기/도판 제작

강의/토의/실습

2. 가치관 공유

•기관장 기대 선언

•우리 기관의 문화 이해

•우리 기관의 비전 공유

•신뢰와 화합의 조직

강의/토의

3. 휴먼 네트워크

•대인관계의 중요성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커뮤니케이션 기법

강의/토의/실습

4. 공직자의 

   상호작용

•코칭의 이해

•수행문제 인식

•해결방안 도출

•Feedback

강의/토의/실습

5. 정보공유와 업무

   협조

•업무협조의 어려움

•정보공유의 중요성

•조직 시뮬레이션 게임

•Feedback

강의/토의/실습

6. 팀웍 및 정신력

   강화

•공동체 훈련

•Out-door Training

•팀파워 챌린지

•전통문화 체험

•레크리에이션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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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감동 

서비스 혁신 

교육

병원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 과정목표 

■ 고품격 서비스 스킬을 습득하여 병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조직의 조정자로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이해하여 병원문화 선도

■ 강의 및 강의 계획 기법 학습을 통한 원내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

》》》 과정특징

■ 병원 코디네이터만을 위한 특화된 강의를 통해 코디네이터의 전문성 제고

■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실습과 사례연구를 통해 생생하고 공감되는 교육 실시

■ 비전 설정 및 실행계획의 발표와 피드백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변화 기회 부여

》》》 교육시간

■ 3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T/A
MBTI
DiSC
MOT

Coaching Skill-
Up

Work-out

강의/토의/실습

2. 의료환경 변화와
   코디네이터

•의료환경의 변화
•코디네이터의 종류 및 역할
•코디네이터 업무의 특성

강의/토의

3. 고객 접점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자아상태 및 고객행동유형 분석
•커뮤니케이션 기법
•의료서비스 MOT 고객접점 분석
•고객관계 관리
•불만고객 응대 기법

강의/토의/실습

4. 조직 관리

•의료기관의 특성 이해
•조정자로서의 코디네이터
•조직문화 진단 및 조직원 행동분석
•조직 개발 및 갈등관리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5. 원내 교수법 및
   메뉴얼 작성

•원내 강사의 역할과 교수계획
•시범 강의 실습
•메뉴얼 작성 방법
•메뉴얼 작성 실습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6. Workshop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Town Meeting
   Process
•실행계획서 발표 및 공유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7. 액션 플랜 수립
•자기 계발 및 비전 설정
•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실행계획 공유 및 Feedback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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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Boom-up 과정

》》》 과정목표 

■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

■ 상황별 고객접점 관리 기법 습득

■ 의료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

》》》 과정특징

■ 고객만족을 위한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 특상 선행

■ 실습위주의 강의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기법 습득

■ 비전 설정 및 실행계획의 발표와 피드백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변화 기회 부여

》》》 교육시간

■ 3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자의 역할
•변화관리의 이해
•변화관리의 필요성
•변화관리 장애요소

T/A
MBTI
DiSC
MOT

셀프 리더십

강의/토의/실습

2. 의료환경 변화와
   고객만족

•의료환경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
•고객만족 경영

강의/토의

3.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관리의 이해
•고객의 기대
•이미지 메이킹 방법

강의/토의/실습

4. 커뮤니케이션
   스킬

•커뮤니케이션 개념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대인관계 개선방안
•고객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5. 고객접점 관리

•MOT의 개념
•표정/음성관리
•상황별 표준 대화문 실습
•전화응대
•불만 고객 응대 기법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6. 자기 계발
•비전설정
•셀프 리더십의 이해

강의/토의/실습

7. 액션 플랩 수립
•고객만족 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실행계획 공유 및 Feedback

강의/토의/실습

8. 특강

•이벤트 기획
   -풍선아트
   -마술강좌
   -종이접기

강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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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같은 병원 만들기 과정

》》》 과정목표 

■ 우리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기법 습득

■ 토론문화 경험을 통해 병원의 의사소통 활성화 도모

■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

》》》 과정특징

■ 타운 미팅 프로세스를 통한 우리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실습

■ 실습위주의 고객만족 강의를 통해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킬 습득

■ 과학적인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을 통해 자아와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관리 기법 습득

》》》 교육시간

■ 3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T/A

MBTI

DiSC

Assembly Game

Work-out

MOT

강의/토의/실습

2. 의료서비스와
   고객만족

•의료 시장과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의료서비스와 병원 고객 만족의 개념
•최근 서비스 트랜드

강의/토의

3. 내 집 같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정의
•대인관계 개선 방안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고객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
•내부고객 이해를 위한 공동체 훈련

강의/토의/실습

4. 내 집 같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혁신 아이디어
   워크숍 

•병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주제선성
•병원 서비스가 지닌 문제점 도출
•병원 서비스 성공사례 토의 및 발표
•서비스 문제에 대한 핵심원인 분석
•원인에 대한 근본원인 도출
•병원 혁신 성공사례 토의 및 발표
•원인을 통한 해결방안 선정
•도출한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
•혁신 제안서 작성 및 발표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5. MOT 이해와
   분석

•MOT의 개념
•표정/음성관리
•상황별 표준 대화문 실습
•전화응대
•불만 고객 응대 기법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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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리자 역량 강화 과정

》》》 과정목표 

■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병원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정하는 고역량의 의료관리자 배양

■ 의료관리자에게 필요한 관리 스킬을 습득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업무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의료관리자 역량 배양

》》》 과정특징

■ 의료분야에 특화된 강의를 통해 업무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기법 교육

■ 선진 의료기관 방문 및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한 우수 모델 벤치마킹 용이

■ 실행계획 발표와 피드백을 통한 개인 비전의 구체화와 적극적인 행동변화 유도

》》》 교육시간

■ 30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자의 역할
•변화관리의 이해
•변화관리의 필요성
•변화관리 장애요소

T/A

MBTI

DiSC

Coaching 

Skill-Up

셀프 리더십

팀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Best Practice

Benchmarking

강의/토의/실습

2. 의료환경의 
   변화와 관리자

•의료환경의 변화
•관리의 개념
•의료관리자의 역할 및 변화관리
•병원혁신의 실천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3. 대인관계

•상사와 부하직원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커뮤니케이션 기법
•갈등관리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4. 조직관리

•병원 조직의 특징 이해
•병원 조직 구성 및 운영
•병원 조직 활성화
•병원 조직 역량 강화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5. 업무 및 성과관리

•업무개선
•전략적 사고와 성과
•성과 창출 관리
•코칭의 이해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6. 벤치마킹
•벤치마킹의 이해
•선진 의료기관 방문 및 견한

강의/토의/실습
/사례연구

7. 액션 플랜 수립
•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실행계획 공유 및 Feedback

강의/토의/실습

8. 특강
•병원 마케킹
•의료분야 주요 이슈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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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 활성화 

교육

한마음 연수 과정

》》》 과정목표 

■ 공동체 훈련을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로 개인 및 부서간 업무협조 마인드 고취

■ 조직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고취하여 애사심 배양

■ 개인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직장인상 정립

》》》 과정특징

■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화된 구성이 

    가능한 맞춤식 과정

■ 기업문화와 비전 공유를 통해 더욱 강한 목표의식과 목표 달성 의지 고취

■ 다양한 체험식 팀워크, 정신력 강화 훈련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 교육시간

■ 24시간

모 듈 내 용 세부활용 모듈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Ice Breaking

•Team Building

T/A

MBTI

DiSC

Assembly Game

99초를 잡아라

도전! 골든벨

Challenge

Adventure

OL 훈련

팀파워 훈련

도자기/도판 제작

강의/토의/실습

2. 가치관 공유

•CEO 기대선언

•기업문화 이해

•기업의 비전 공유

•신뢰와 화합의 조직

강의/토의

3. 휴먼 네트워크

•대인관계의 중요성

•성격유형진단 및 교류분석

•커뮤니케이션 기법

강의/토의/실습

4. 업무협조

•업무협조의 어려움

•정보공유의 중요성

•조직 시뮬레이션 게임

•Feedback

강의/토의/실습

5. 코칭 스킬

•코칭의 이해

•수행문제 인식

•해결방안 도출

•Feedback

강의/토의/실습

6. 팀웍 및 정신력

   강화  

•공동체훈련

•아웃도어 트레이닝

•전통문화 체험

•레크리에이션

•체육활동

강의/토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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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 운동회

》》》 과정목표 

■ 단체활동을 통해 조직원의 공동체의식 제고

■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난 야외활동으로 피로 해소

■ 조직원 상호간 일체감 및 경쟁심을 증진하여 조직의 경쟁력 제고

》》》 과정특징

■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회에 임함으로써 생동감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

■ 참가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의 맞춤식 구성

■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화합의 시간 구성

》》》 교육시간

■ 6시간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개회식
•개회사 및 축사

•대표자 선서

실 습

2.Warm-up
•준비 체조

•응원전

3.명랑운동

•전략 줄다리기

•협동 달리기

•화합의 계주

•출발 OX

•박 터뜨리기 등

4.구기운동

•축구

•족구

•피구 등

5.화합의 시간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특별 공연 등

6.폐회식
•성적발표 및 시상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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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훈련 과정

》》》 과정목표 

■ 단체훈련을 통하여 공동체의식 함양

■ 팀워크 강화훈련을 통한 조직원간 의사소통 활성화

■ 강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 극대화

》》》 과정특징

■ 교육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구성

■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과정

■ 팀제의 경쟁적 훈련과정을 통한 공동체의식 및 경쟁심 고취

》》》 교육시간

■ 6시간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과정 소개

•주의사항 숙달

실 습

2. Assembly Game

•Team Building

•의사소통의 활성화

•십자가의 완성

3. 도전! 99초를 잡아라!

•Warm-up

•Mission 수행

•시상 및 Feedback

4. 팀파워 카드섹션

•슬로건 설정

•연습 카드섹션

•카드섹션 실시

•최종안 상영

5. 도전! 골든벨

•조별 문제풀이

•2인 1조 문제풀이

•개인 문제풀이

•골든벨을 울려라

6. 도미노 게임

•도미노 설계

•도미노 쌓기

•도미노 넘어뜨리기

7. 피드백
•Feedback

•단결된 조직을 위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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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트레이닝 과정

》》》 과정목표 

■ 조직원 상호간 단결력 배양을 통해 공동체의식 강화

■ 도전과 모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 극복

■ 강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 극대화

》》》 과정특징

■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 참가자의 흥미 유발

■ 자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체험함으로써 도전정신 고취

■ 팀제의 경쟁적 훈련과정을 통한 공동체의식 및 경쟁심 고취

》》》 교육시간

■ 6시간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코스 소개

•안전장비 착용

•주의사항 숙달

실 습

2. 챌린지 어드벤쳐
•High Course

•Low Course

3. 해병대 극기훈련

•지상 극기훈련

•해상 극기훈련

•정신력 훈련

4. 산악 OL 및 행군훈련
•구간훈련

•Post Mission 수행

5. 갯벌훈련

•갯벌 적응훈련

•개벌 탐사

•갯벌 올림픽

6. 수상 및 레프팅 훈련
•체력 및 정신력 강화 훈련

•항해

7. 팀 파워 서바이벌 게임
•팀 파워 강화 훈련
•Post Mission 수행

8. 피드백
•Feedback

•단결된 조직을 위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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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체험 과정

》》》 과정목표 

■ 전통문화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 소양 배양

■ 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중요성 인식

■ 마음의 벽을 허물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식 고취

》》》 과정특징

■ 실제로 악기나 흙을 만지며 오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팀별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심 고취

■ 피드백을 통한 교육성과 평가

》》》 교육시간

■ 6시간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 오리엔테이션
•과정 소개

•주의사항 숙달

실 습

2. 민속놀이 한마당

•탈춤마당

•소리마당

•풍물마당

3. 도자기 체험
•반죽

•도자기 제작

4. 도판 체험

•반죽

•개인도판 제작

•단체도판 제작

5. 피드백
•Feedback

•단결된 조직을 위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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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프로그램

모 듈 내 용 학 습 방 법

1. 수지침

•수지침으로 하는 손 건강법

•수치침의 기초이론과 박수, 지압 등의 요법을 배워봄으로써 

   피로회복 및 활력증강을 도모

120분

2. 오피스 요가

•직장에서의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의 긴장과 자세 불균형을 

   해소하는 웰빙요가

•소화증진, 척추강화, 두통해소 등 다양한 구성

120분

3. 기체조
•기체조와 뇌호흡으로 다스리는 건강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시간
120분

4. 이침요법
•귀에 있는 혈자리를 이용해 각종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이침의 효과, 종류, 혈자리 등 다양한 구성
120분

5. 사상체질 의학
•사상의학의 기초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배경 등을 알아보고 자기의 

   체질과 그에 맞는 식생활 및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움
120분

6. 웰빙댄스
•정적이고 지루한 웰빙이 아닌 신나게 흔들고 즐기면서 건강한 

   신체와 탄탄한 몸매를 만드는 웰빙법
120분

7. 풍선아크
•풍선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120분

8. 마술강좌 •대중 매체를 통해 보던 마술을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120분

9. 마술강좌
•음양오행의 원리와 명리를 알고 이를 일상생활이나 경영원리에

   접목시켜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을 향상시킴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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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과 정 명

건설교통부 토론전문가(Facilitator)양성과정 교육

국립식물검역소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교육(상반기)

국립식물검역소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교육(하반기)

서천군청 토론과 학습문화 형성을 위한 Action Learning 시범부서 워크숍

대전 대덕구청 간부공무원 혁신 워크숍

대구 동구청 조직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혁신교육

광명시청 Facilitator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혁신교육

화성시청 Facilitator 양성과정

부산 수영구청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인드 향상과정

부산 남구청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맞춤식 혁신리더 교육

서대문구청 구 간부 혁신리더십 교육

괴산군청 혁신추진그룹 맞춤형 혁신교육

인천상수도 사업본부 조직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부산 사하구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워크숍

부산 금정구청 맞춤식 혁신리더 교육

광명시청 2006 맞춤형 혁신교육(Work-out)

영양군청 행정서비스 실천과 의식변화를 위한 공직자 의식혁신 연수

기장군청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문경시청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영주시청 간부공무원 및 혁신리더 맞춤형 리더십 혁신과정

안산시청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리더십 혁신과정

구례군청 공무원 혁신연구팀 워크숍 과정

안산시청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여성공무원 리더십 혁신과정

하남시청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리더십 혁신과정

의성군청 공직자 행정서비스 실천과 의식 혁신과정

영암군청 변화와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안성시청 학습조직 활성화를 위한 시정혁신 동호회 Work-out

태백시청 행적혁신 대토론회 및 워크숍

경기도청 경기도 행정혁신 토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원시청 수원시 장기전략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Work-out 교육

순창군청 현장혁신체험 Work-out

수원시청 변화관리자 그룹 양성을 위한 직원연수 교육

부산수영구청 변화관리팀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진천구청 혁신실천과 확산을 위한 변화관리요원 (CA) 교육

옥천군청 산하공무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혁신위탁교육

경기도교육청 2005년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연찬회

성남교육청 초·중학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역량 과정 워크숍

군포교육청 혁신역량 강화 연수

경기도교육청 혁신전담팀 맞춤형 혁신교육

경기도교육청 혁신전문가 과정 맞춤형 혁신교육

안산교육청 학교혁신 맞춤형 워크숍

여주교육청 2006 학교 혁신리더 워크숍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리더십 향상과정

경기도교육청 혁신변화관리자 교육

양평교육청 2006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

가평교육청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학교혁신리더그룹 교육(1차)

가평교육청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학교혁신리더그룹 교육(2차)

양평교육청 2006 학교혁신 전담자 교육

평택교육청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학교혁신리더그룹 교육

8.

최근 주요 

교육실적

2005년 이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교육실적 (혁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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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과 정 명

여주교육청 학교혁신추진그룹 워크숍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연찬회

청송군청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장수군청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신규직원 교육

아산시청 행정전문화를 위한 사회복지직렬 직무교육

경북도청 서비스 현장 교육 및 벤치마킹

철원군청 한마음 연수교육과정

예천군청 행정서비스현장 담당 공무원 Work-shop

영양군청 행정서비스 실천과 의식변화를 위한 공직자 의식혁신 연수

아산시청 공직자 의식혁신 조직활성화 과정

의성군청 공직자 의식혁신 과정

군위군청 공직자 경쟁력 강화 위탁 연수 과정

제주도청 행정서비스 현장 지도자 양성과정

순천시청 의식혁신 및 조직활성화 과정

구미시청 공직자 조직활성화 과정

안산시청 5·6급 능력 향상을 위한 New 리더십 향상과정

영암군청 공무원 의식 혁신 및 조직활성화 과정

예천군청 행정서비스 실천과 의식 변화를 위한 공직자 의식 혁신과정

용산구청 변화와 도전을 위한 조직 활성화 과정

인제군청 공직자 조직활성화 연수과정

포항시청 민원공무원 특별연수

춘천시청 간부공무원 의식 개혁 연수과정

평창군청 공직자 조직 활성화 연수과정

영암군청 영암군 노사정 합동 연찬회

경기도교육청 2006 행정서비스 현장제 담당자 워크숍

북대학교 병원 고객감동 서비스 혁신과정

삼남석유화학 2005 변화대응 실천력 향상과정

대한교과서 계층별 교육

대한도시가스 신임대리 및 과장 능력개발과정

삼육 외국어학원 변화와 도전을 위한 전 직원 조직활성화 과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공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활성화 과정

선문 대학교 교직원 조직활성화 과정

성애병원 전 직원 한마음 교육

세계일보 전 직원 기업문화 리더십 향상과정

신협 중앙회 2005 간부직원 리더십 향상과정

새마을금고 2005 직무능력 향상과정

원자력 병원 고객감동 서비스 혁신 과정

위생병원 신입사원 능력개발과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직활성화 과정

평택상공회의소 중간관리자 자질향상과정

용인상공회의소 관리자 자질향상과정

경북개발공사 조직혁신 마인드 향상과정

포곡농협 2006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정

평택상공회의소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능력 개발 과정

동안산 병원 직원서비스 혁신과정

용인상공회의소 관리자 능력향상을 위한 2006 Change & Assembly

※ 부천시청, 광주시청, 동대문구청, 성공구청, 계양구청 등에 전화친절 모니터링 및 친절혁신 출강

※ 2006 "내 집 같은 병원 만들기" 병원 CS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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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❶학원출입구 ❷기숙사복도

05

이투스247 

기숙학원

산업정보교육원

단순하게 강의만 잘하고, 대학만 잘 보내는 학원이 아닙니다. 실패관성을 극복하고 

성공습관을 훈련하는 공간입니다. 프레임을 반복 연마 성공하는 습관을 완성하는 광

장입니다.

프로그램

수준별 11개 반편성

·문과 기숙 단인 전국 최대 규모        ·11개반의 수준별 반편성

국수영 강화반 및 선택 심화 수업

·개인별 취약/전략 과목 수업 사수 반별 차등

·국어, 수학, 영어, 논술 중 전략 과목에 대한 추가 선택 수업 진행

개정 수학과 한국사 단기 완성 프로그램

·개정 수학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교재 “Hyper Code”

·2개월 개념 완성반 & 실전반 운영

학습 플래너(HSP) 관리 및 입시 컨설팅

·주1회 플래너(HSP) 점검 및 학습 상담(학습전략담임)

·정시 및 수시 1:1 대입 전략 컨설팅

일대일 질문당직

·학과 담임 및 출강 강사의 일대일 대면 질의 응답

·졸업생 SKY멘토 선배들의 일대일 대면 질의 응답



교육사업    177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❶

❸

❺

❻

❷

❹

❶기숙사방 ❷학교교실 ❸도서관

❹체력단련시설 ❺학원식당 ❻학

원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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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중앙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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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인사말

중앙직업전문학교

서울에서 가까운 용인시에 아늑하고 자연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 중앙직업전문학

교는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부설로 199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기관으로 지

정받아 21개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실업자과정, 국가기간 전략산업과정, 재직자과정, 

재중동포 기술교육, 새터민 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특수

용접 과정, 공조냉동설비 과정, 조경관리 과정, 지게차운전 과정, 소형 지게차운전 

과정, 소형 굴삭기 운전과정 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Global)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기술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

한 전문화 시대에 맞추어 직업 환경은 하나의 직장보다는 직업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다기능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의 직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직업전문학교 학교장  

설 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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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경쟁 시대의 변화는 정보능력을 갖추고 1인 3역을 할 수 있는 다기능 소유자

가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기술도 융합(fusion)을 통해서 다양하고 3차

원적인 하이테크(high-tech)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교육의 선

도적 활동을 해 온 중앙직업전문학교는 전문 교수들이 NCS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

적인 지도를 하고 있으며 30년 동안의 다양한 기술교육 경험을 통해서 실업자 취업

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맞춤식 교육으로 기술 인재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는 교육생을 위해서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으며 쾌적한 공간을 활

용하여 운동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교류를 위한 

외국인 전문기술 지도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지

도자 기술 교육과 미얀마 정부와 교육기관을 통

한 현지 기술교육 등 다양하게 활동을 이어 나

가고 있습니다.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주

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함께 성장 해 온 중앙직

업전문학교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교육생에게 새로운 기술을 지도해

서 안정된 삶이 되도록 성심 성의껏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상영 교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의 달, 

국무총리상 수상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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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취업직무교육

   2019.08.0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02.04. 노고지 제21기 일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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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설상영 원장

   2010.02.23. 한국노동경제연구원  

     베트남 동안대학교 교류협력 협약식 후 행사사진

설상영 리더십 명예 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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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8.8. 제88기 국가정책과정 수료식

     2018.10.30. 인도네시아 농촌 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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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지사 표창(설상영) 2020.6. 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용접 현판식      

     2017.6. 직업학교 훈련생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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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중앙직업전문학교 입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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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중앙직업전문학교 지게차 수료식 



2.

학교소개

1990년 재단법인 중앙노동 경제연구원 인가(노동부 허가 제 122호)받고 1994년 노동

부고시 68550-9호에 의거 교육훈련기관 지정(21개 과정) 받아 수많은 훈련생들을 배

양한 학교입니다. 

2015년에는 국기직종 전과정(용접, 공조냉동, 조경과정)을 이수자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훈련부문에서 본교 설상영 교장선생님께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중앙직업전문학교의 장점

석.박사급의 경험이 많은 교사진

1.   특수용접, 공조냉동, 조경시공 부문 등 각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경력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

2.   각 과정별 교수진들은 NCS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훈련 후 실무에 바로 투

입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중시.

3.   각 단계별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토대로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시스템.

넓은 실습장과 완벽한 자체 실습장비를 보유

1. 대지 3,000여평에 넓은 실습장

2. 기숙사, 자체운영 식당을 구비

3. 휴게실, 탁구장, 독서실, 족구장, 농구장 등의 다양한 휴식공간 보유

NCS기반의 현장중심, 실무중심 교육실시 및 업무협약 기업과 협력을 통한 

취.창업 알선 시스템 가동

1. 고용센터 및 일자리센터와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

2. 업무협약기업 발굴 및 탐방을 통한 적극적인 구직 알선.

3. 개인별 취업상담, 훈련상담을 통한 구직욕구 증대.

국기직종과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과정의 경우 전액 무료의 다양한 특전

1. 교육비, 교재비, 실습 재료비 전액 무료

2. 훈련수당 월 116,000~316,000원 지원(출석율, 취성패 등의 변수에 따라 차등 지원)

3. 기숙사비는 무료. 식사는 2식 제공. 인터넷가능.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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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장
(회장)

경영지원본부
총무, 회계, 자산

교    장

교    감

훈련팀장

행정과 관리과

·일반서무/행장
·교무
·취업관리
·학생관리
·입학관리

(지게차)

(굴삭기)

·시설관리
·학생관리
·생활관관리

정
보
통
신
과

냉
동
공
조
과

특
수
용
접
과

건
설
기
계

운
전
과

조
경
관
리
과

제
과
제
빵
과

21세기 산업현장이 필요로하는 기술인재양성

전문기술인력육성

▶  NCS교육기반에 근거한 현장중심, 실무교육

▶  인성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강화

▶  내실 있는 교수기법으로 실무능력 향상기술전문
인력교육

교육기반시설의 
현대화

자격과 
취업장려 확대

능력개발

▶  교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현장에 적합한 실기 기

능 인력 배양

▶  실무(실기) 학습환경 조성으로 자기개발 기회부여

▶  산업체 현장 인력 수요조사에 의한 교사 자기 개발 

기회 부여

전문성 확보

▶  효과적인 업무 프로세스 실현과 멀티미디어 교보재 

확보 및 교수 기법 개발

▶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개별상담을 통한 취업률 증대

▶  교직원 성과급 지급으로 잠재적 기능 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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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 련 과 정

안 내

특수용접과정 (국가기간직종훈련, 계좌제훈련, 건설기능인력양성, 컨소시엄훈련 등)

■ 훈련기간 : 2개월, 5개월 과정, 10개월 과정

■ 주간과정 : 월~금(09시~16시30분)

■ 훈련대상 :   만15세이상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10개월 과정은 비진학예정 고3학년(예정)

■ 특수용접 - CO2용접, TIG용접, 전기용접

■ 훈련내용 •CO2용접, 알곤용접, 전기용접

                 •절단, 맞대기용접, 필렛용접, 구조물용접, 파이프용접

                 •취득가능 자격증 : 용접기능사(산업기사), 특수용접기능사

■  취업분야 : 제조업체, 건설업체,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 도시가스 배관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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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설치과정 (국가기간직종훈련, 계좌제훈련 등)

■ 훈련기간 : 3개월, 5개월 과정

■ 주간과정 : 월~금(09시~16시30분)

■ 훈련대상 : 만15세이상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훈련내용

• 냉난방설비, 배관공작 및 조립시공

•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배관 이론 및 실기

• 취득가능 자격증 : 에너지관리기능사 및 산업기사, 온수온돌기능사,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및 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및 산업기사

■ 취업분야 :   보일러 제작업체, 냉난방 설비업체, 빌딩·공장·관공서 및 산업체의  

설비관리, 아파트 기계실 근무, 설비업 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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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공과정 (국가기간직종훈련 등)

■ 훈련기간 : 6개월 과정

■ 주간과정 : 월~금(09시~16시30분)

■ 훈련대상 : 만15세이상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훈련내용

•  조경관리 이론 및 실무(실기), 일반식재 및 관리, 초화류 식재 및 관리, 병충해 관리, 

조경시설물 설치관리, 수목정지전정

• 취득가능 자격증 : 조경기능사 자격취득

■ 취업분야 :   조경식재 공사업체, 조경유지 관리업체, 조경시설물 공사업체, 조경관리업 

취업, 조경업 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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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과정 (계좌제훈련, 제대군인지원훈련, 컨소시엄 등)

■ 훈련기간 : 1.5개월 과정

■ 주간과정 : 월~금(09시~16시30분)

■ 훈련대상 : 만15세이상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훈련내용 •지게차 운전(중장비운전)에 관한 전반적 기술 습득

                 •지게차 운전 이론 및 실기

                 •취득가능 자격증 :   지게차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자격증 취득시 굴삭기, 

기중기, 로우더, 모터그레이더, 불도저운전 이론 면제

■ 취업분야 :   종합건설업체, 단종건설업체, 항만업체, 제조업체, 물류센터(창고업체), 

소자본창업(임대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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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훈련 (재중동포기술교육 C-3-8)

■ 훈련기간 : 6주 교육과정                       ■ 주간과정 : 월~금(09시~16시)

■ 훈련내용  •재중동포기술교육 C-3-8 교육후 H2비자 발급

                  •제빵 훈련이론 및 실기

                  •취득 가능 자격증 : 제빵기능사,제과기능사, 케이크디자이너

■  취업분야 :   호텔 페스츄리세프, 체인베이커리,제과제빵 업체 개발실, 제과기계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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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특수용접 양성(전액무료)

■ 훈련기간 : 5개월

■ 훈련내용 : 전기용접, TIG용접, CO2용접,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 취득 가능

공조냉동 설치 관리(전액무료)

■ 훈련기간 : 5개월

■ 훈련내용 : 50세 이상 우대, 중장년 특화과정,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지게차 운전 기능사 취득반

■ 훈련기간 : 1.5개월

■ 훈련내용 : 지게차 운전 이론 + 실기 교육 / 취업률 우수기관 자부담 적용 25%

조경시공관리(전액무료)

■ 훈련기간 : 6개월

■ 훈련내용 : 나무치료, 수목보호 관리, 옥상조경 등 조경기능사 취득 가능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훈련내용 : 3톤 미만 지게차 & 굴삭기

                   2일(12시간) 선착순 예약

                   지게차 30만원, 굴삭기 35만원



200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6.

부 대 시 설

(기숙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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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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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산업경영 

연수원 소개

산업경영연수원 소개 

본 연수원에서는 승공사상을 통한 조국의 평화와 안보 및 온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 확

립에 기여해 오던 중 산업발전이 국가 발전과 안보의 초석임을 인식하여 1987년 2월 1일 

국제 승공연합 중앙연수원 부설기관으로서 '국제 산업경영연구원'을 개설하였다. 

한국경제의 위기상황과 국제산업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신 데탕트 무드에 따라 남북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1,500만 산업역군의 의식 교육이 절실히 요

청되어 ‘국제산업경영연구원’개설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업체교육을 통해서는 산업근로자 및 경영 관리자들에게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민족의 주체세력을 양성함은 물론 산업의 국제화 시대에 발맞

춰 해외시장의 확대와 다변화 및 기술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연구원 개원과 더불어 본 연수원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교육생을 적극적으로 유

치하기 위해 서울시 관악구 봉천 6동 원당 국교앞 빌딩에 연락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산업경영연구원의 전담 직원으로서는 최낙윤 본부장(전 부원장), 남희순 부원장, 최

정일 교육과장 및 여직원 등 소수의 정예요원으로서 조금은 어설픈 출발을 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한 해가 시작되기 전 모든 교육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상례인지라 1987년 2월이 되어서야 개원을 한 본 연수원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된 셈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는 공문이 각 

회사의 교육담당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몇 안되는 직원이었지만 모든 임직원은 

밤을 세워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기교육 프로그램과 위탁교육 프로그램이 담긴 교육안내서 공문이 완성되고 각 기

업체의 교육담당자들에게 우송되었다. 또 한 편으로는 교육 안내문과 함께 교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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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어 각 업체로 직접 방문하여 정기교육 및 위탁교육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기

도 했다. 

드디어 1987년 2월 24일 역사적인 산업연구원의 첫 교육이 실시되었다. 개원 당시 첫

교육은 본 연수원이 마련한 정기교육 프로그램인 “품질관리 입문 과정”의 4박 5일 교

육이었다. 빙그레(주), (주)일화, 일신석재(주), 하지공업(주) 등에서 총 16명이 참가

한 이 교육은 경영합리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리더쉽을 배양하여 품질향상, 원가절

감, 가치혁신, 능률향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금까지 실시

해온 품질관리 활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정립하여 의식의 변화를 통해 형식적으로 해

왔던 Q.C활동을 업무와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 Q.C적 사고와 개념을 생활화 할 수 있

는 Q.C MAN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산업연구원이 최초로 시도한 이 교육은 아직은 어린아이의 첫 걸음에 지나지 않은 교

육이었지만 반응은 의외로 커서 이후 산업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위탁

교육의 시작은 정기교육이 끝나는 마지막날인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1박2일 일

정으로 제일물산기업의 전사원 “일체감 조성 극기훈련 교육”으로 출발하였다. 산악극

기 훈련이 주가된 이 교육은 전사원 모두가 의식의 변화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발

적인 마음이 생겼고,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지를 모아 우려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일물산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겠다는 결심이 확고히 

서게 되었다.

이 두 교육이 끝난 이후 매달 1회씩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위탁 교육에 ㈜용화정밀, 협

성산업(주), 한신기계(주), (주)원명, 대광다이캐스트(주) 등 많은 업체들의 교육문의

가 쇄도하면서 점차 국제산업경영연구원은 전문적인 산업교육원으로서의 자리를 굳

히게 되었다. 1987년 후반기부터는 밀려 오는 교육생들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육내용으로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

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반되는 본 연수원의 사세확장 및 많은 산업전

문의 교관들을 보강하였다. 

첫 걸음은 다소 어설프게 시작했지만 계속적인 연구를 거듭함에 따라 1988년 3월에

는 급변하는 산업경영화시대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새로운 교육 아이템 계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기획실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실의 교육 아이템 계발 연구를 돕고 교

육을 담당하는 교관 및 전 직원의 자질 향상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종교, 철

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 월간지 등 2,000여 권의 도서를 구비한 도서실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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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였다. 1989년 3월에는 연수원 발전과 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노력으로 연수원 개원 이후 사상 처음으로 공채 사원을 모집, 5명의 공채 1기

생 신입사원을 선발하였다. 이처럼 산업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교육 아이템 계발과 발

전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본 연수원에서는 또 한편으로 회사교육을 유치하

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관들을 대상으로 “연구원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매

주 1회씩 본 연구원의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교육에 필요한 각종 내용의 강의를 받게 

되고 이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달에 한번씩 시험을 친후 1년이 지난 후 기업체 교육 

유치 실적과 시험 성적을 합하여 성적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성적 순위에 따라 어느 

정도의 궤도에 진입한 교관들은 다시 연구논문을 제출하여 발표회를 가진 후 종합적

인 평가를 한 후에 가장 우수한 한사람의 연구원이 탄생하게 된다. 

본 연수원에서는 1989년 6월 연구원 1호가 탄생 되었고 현재도 실시 중에 있다. 

이렇듯 산업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국가발전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오늘

도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본 산업연구원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정기교육과 위

탁교육을 직능별로 세분화하여 교육생에게 알맞는 교육 아이템을 계발하여 계속적으

로 추진 중이다. 

교육생은 1987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로 1987년에는 68개 업체 10,824

명이 본 연수원 교육을 이수했고 1988년에는 115개 업체 14,937명이, 1989년에는 

190개 업체인 15,64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교육실적과 효과

가 산업사회에 널리 알려져 교육의뢰가 쇄도하고 있어 지난 90년 2월에는 연수원 사

상 처음으로 28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5,600여 명이라는 엄청난 교육생이 배출되기

도 했다. 당연히 5,6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하는데는 600명 정원의 본 연수원 연수장

으로서는 무리가 되었고 하는 수 없이 연수원 부근의 가까운 연수장을 빌려 사용하는 

사례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원에서는 다시 1990년대와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본격적

인 산업연구원으로서 모형을 갖춘 노동부 인가의 법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노동부에 제출, 총무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

다. 20여년간의 사상, 이념 교육의 실적과 3년간의 산업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노동부 

인가의 법인으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연수원을 눈앞에 둔 연수원은 바야흐로 세계적

인 연수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연수원에서 연구, 계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적 효과는 한때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던 노사분규의 원만한 타결을 유도할 수 있었고 업체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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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오늘의 현실을 직

시할 수 있는 안목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킴으로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회사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주었다. 그러면 각 업체의 교육실적과 교육

내용을 위탁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02

1.

1987년도 

교육실적

교육 총 실적

(1) 위탁교육

제일물산(주) 

(주)용화정밀 

협성산업(주) 

한신기계 (주)

(주)원      명

대광다이캐스트

대덕전자(주) 

한국 판매 전략연구소 

(주)신흥정밀 

한국그랜드(주) 

한국티타늄 건설본부

금성전선(주) 

(주)금 성 사 

동선특수재료(주) 

경화전자(주) 

삼화제관

계

 83명(1회) 

57명(1회) 

104명(1회) 

102명(1회) 

46명(1회) 

83명(2회) 

50명(1회) 

48명(1회) 

622명(3회) 

83명(1회) 

40명(1회) 

302명(5회) 

518명(3회) 

127명(1회) 

47명(1회) 

20명(1회) 

(16개업체) 2,332명(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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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기교육

① 품질관리 입문과정 - 181명(9회)

참가업체 :   금성전선(주), 린나이코리아(주), 경화전자(주), 빙그레(주), 하지공업(주), 

협성산업(주), 대성정밀(주), (주)통일, (주)서통, (주)일화, 해태음료(주) 

등 34개 업체

② 인천 상공회의소 특별기교육 - 97명

2.

1988년도 

교육실적

(1) 위탁교육

한국티타늄 

화천프레스

영원무역

선일기계(주)

성문전화학

대덕전자(주)

금성오디오(주)

대광다이캐스트(주)

에이스리오(주)

(주)금성사 청주공장

금성통신(주)

금성중기(주)

영창실업(주) 

금성구미(주)

협성산업

(주)금성사 비디오

금성 계전(주)

금성 알프스전자(주)

경원실업(주)

금성전선(주)

(주)금성사 창원공장

창원오성사(주)

삼화전자(주)

금성반도체(주)

로얄어페럴(주)

(주)농심 

삼성전자(주)

계

112명(2회) 

156명(1회)

12명(1회)

59명(1회)

108명(1회)

21명(1회)

638명(9회)

115명(2회)

239명(6회)

565명(7회)

289명(3회)

130명(2회)

104명(1회)

122명(3회)

82명(1회)

2,267명(24회)

416명(4회)

388명(6회)

84명(1회)

130명(2회)

641명(7회)

52명(1회)

798명(19회)

42명(1회)

88명(1회)

85명(1회)

111명(1회)

29개 업체 8,003명(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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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기교육

① 의식 정립과정 및 분임조 활동과정 - 446명(13회) 

참가업체 :   일신석재(주), 동방제강(주), 대륙(주), 한신기계(주), 유신메라민 (주), 서

울제강(주), (주)대웅제약, 한양정밀(주), (주)한국피죤, (주)코리아써키트, 

봉명산업(주), 성문전화학(주), 보원무역(주), 한국트랜스(주), 삼익악기제

조(주), (주)삼익가구, (주)진도, 대한제분(주), 대영금속공업사 등 60개 업체

② 상공회의소 특별기교육 : 650명(6회, 3개 상의)

3.

1989년도 

교육실적

(1) 위탁교육

삼화전자공업(주) 

(주)금성사 평택공장 

금성알프스전자(주) 

부스타보일러(주) 

대경전자

금성통신(주)

(주)세일로 

금성전기(주) 

한국알프스(주) 

금성계전(주) 

선일기계(주)

동양트랜스(주)

P.T.I. 

대일화학(주)

제일제당(주) 

아남전기(주) 

금성산전(주)

아성전자(주)

동창제지(주)

(주)금성사오디오

럭키 디·시 실리콘(주) 

쌍용자동차(주) 

제일베어링

동양나일론

계

102명(3회) 

11,746명(19회) 

11,152명(14회) 

33명(1회) 

47명(1회) 

1568명(8회) 

1205명(1회) 

426명(6회) 

473명(11회) 

456명(5회) 

25명(1회) 

23명(1회) 

293명(회) 

75명(1회) 

46명(1회) 

823명(5회) 

82명(1회)

76명(1회)

211명(1회) 

352명(6회)

38명(1회) 

75명(1회)

177명(1회)

60명(2회)

24개 업체 7,564명(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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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기교육 142개 업체(601명 참가) 

① 품질의식 혁신과정 - 246명(7회) 

② 분임조 능력 개발과정 - 203명(8회) 

③ 관리감독자 능력 개발과정 - 26명(1회) 

④ 사내강사 양성과정 - 26명(1회) 

⑤ 노·사·정 메시지 세미나 - 12명(8개 업체) 

⑥ 상공회의소 특별기 교육-948명(10회)

                                     성남 상공회의소 : 269명(4회) 

                                     인천 상공회의소 : 162명(2회) 

                                     수원 상공회의소 : 460명(3회) 

                                     부천 상공회의소: 57명(1회)

                                     총 4개상의 948명(10회) 

⑦ 1989년 정기교육 참가업체

봉명산업(주), 신진전기(주), (주)한창, 신한전자, 사이나 미드의료기(주), 대우정밀 공

업(주), 한일전자(주), (주)삼진, 대한방직(주), 대일금속(주), 삼영케블(주), 두산제관

(주), 세대합성공업(주), (주)에스콰이아, 금강제화(주), (주)상아양행, 가람카본, 시그

너스시계(주), 경인에너지(주), (주)쥬리아, (주)낫소, 삼성전자(주), 오뚜기식품(주), 

경원산업(주), ㈜삼호기계, 정우실업(주), 동양맥주(주), 진양화장품(주), 경방기계

(주), 금성산전(주), 금성반도체(주), 풀무원 신선식품 등 142개 업체

4.

산업연수교육 

총 실적
(1987년~1989년)

위탁교육 : 총 69개 업체-17,899명(233회) 

정기교육 : 236개 업체-1,228명(311회) 

상공회의소 특별교육:10개 업체-3,260명(26회)

총계 : 315업체-22,387명(5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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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

정기교육

연수교육 프로그램

정기교육은 본 연구원에서 산업사회의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합리

화를 위해 연구 계발한 정규 프로그램이다. 정기교육 프로그램은 참가 대상을 중심으

로 그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기획하였다. 주로 전사원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

램이 있고 직조반장, 분임원 일반사원 중심, 그리고 각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를 중심

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각 특성에 맞게 적합한 교육생들을 각 기업체에 홍보, 

모집하여 직능별로 매달 1~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기 교육은 주로 다음

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첫째,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의 사고의 전환과 전환기적 바른 인식 및 

노사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둘째,   사원의 능력 개발 및 기업의 문제 해결 그리고 선진 기업전략의 정보가 

필요할 때, 

셋째,   넓은 안목에서 기업 경영 전략과 연간 교육 계획 및 사원의 요구 등 수시 필

요에 의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의 세가지 항목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정기교육 참가업체는 1987년 2월 개원이후로

부터 1989년 말까지의 3년여 기간 동안 236개 업체, 1,228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6종류로 구

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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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원 해인 1987년 한해 동안 1개월에 1회씩 실시되었던 4박 5일 과정의 “공장새

마을과 품질관리 입문교육” 과정이다. 이 교육은 분임조 활동의 유무형 테마의 

실무 실습과 의식혁신교육, 극기 훈련교육, 감수성 훈련 교육 등 다채로운 교육

과정을 마련, 실무적인 내용과 교양 및 이념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교

육생들로 하여금 교육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의식개혁과 분임조 활동교육” 과정이다. 이 교육은 1988년 성황을 이루었던 

교육 과정으로 한해 동안 13회에 걸쳐 431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이 교육

과정은 의식혁신 교육으로서 직업윤리를 정립시키고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한

편, 인내하고 인고하는 강인하고 합리적인 사고 정립으로 저성장시대에 적응 

발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사실관리와 실천의지 

함양 및 문제개선 의식의 고취로 사원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한마음 한 뜻이 되

어 상호 존중하고, 기술계발과 작업 개선을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하도록 역점

을 두었다.

셋째,   “분임조 능력개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직조반장과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4박 5일 과정의 교육이다. 이 분임조 능력 개발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품질관리 활동을 재점검한 후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새롭고 올바른 방향정립을 

세우며 각종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Q.C(품질관리)

의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1989년에 많이 실시된 프로그램

으로 총 8회 203명의 교육생이 참가하였다.

넷째,   “품질의식 혁신과정”이다. 이 과정은 “분임조 능력개발 과정”과 같이 직조 반장

이나 일반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사원들에게 

노사 공영 시대를 맞이하여 품질관리는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원리

를 깨닫게 하고, 이 원리를 살려 교육생들에게 새로운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하

고자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삼고 

있다. 이 교육은 1989년도에 활발하게 실시했던 교육과정으로서 총 8회에 걸쳐 

80개 업체가 주축이 되어 247명이 참가했다.

다섯째,   “관리 감독자 능력개발과정”이다. 이 교육은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참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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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어 실시하는 과정으로 주로 맴버쉽, 리더쉽을 발휘하여 노사가 더불

어 사는 동반자적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회사 내에서도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개개인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교육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

여섯째,    “사내강사 양성과정”이다. 회사내의 유능하고 가능성 있는 관리자 및 기존의 

사내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교육을 통해 리더쉽을 기르고 기업의 

진로와 목표를 제시하여 사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에 대한 기대는 사람에 있고 사람에 대한 기대는 교

육에 있다는 정론에 입각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은 교육훈련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케 하여 사내강사로서 OJT 추진 핵심요원으로서의 능력

을 향상시키는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내강사 양성과정 교육은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위의 6개의 정기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노·사·정 메세지 세미나, 상공회의소 특

별기교육, 의식 정립 교육과정, 현장관리자 교육과정, 근로정신 함양교육과정 등이 

있다. 그러면 1987년부터 1990년 현재까지 실시되었던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1987년도 정기교육 프로그램

① 공장 새마을과 품질관리과정(4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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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식혁신교육과정(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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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품질의식 혁신과정(3박4일)

(2) 1988년도 정기교육 프로그램

① 의식개혁과 분임조 활동(4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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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관리자 교육(3박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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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정신 함양교육(2박3일)

④ 응집력 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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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9년도 정기교육 프로그램

① 분임조 능력개발과정(4박5일)

● 참가대상 : 직조·반장, 일반사원

●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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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질의식혁신 과정(3박4일)

    ● 교육과목 및 시간표  

● 참가대상 : 직조·반장, 일반사원

●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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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감독장 능력 개발과정(3박4일)

   ● 교육과목 및 시간표

④ 사내강사 양성과정(3박4일)

   ● 교육과목 및 시간표

● 가대상 : 관리감독자

● 교육일정

● 참가대상 : 직조·반장, 일반사원

● 교육일정



1987년부터 산업경영연수교육    221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② 성력화 지름길을 위한 분임조능력개발과정(3박4일)

      ● 교육과목 및 시간표

● 교육과목 및 시간표

● 목적 및 기대효과

국내적으로는 갈등과 대립, 국제적인 환경은 통상압력, 고원화로 전환기적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

을 직시하여 화합의 슬기와 지혜로 바른 인식 정립으로 기업발전과 기틀을 마련할 산업민주평화 

정착의 지름길을 스스로 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년간교육일정

4) 1990년도 정기교육 프로그램

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다함께 가는 길(3박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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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의 미래를 위한 사내강사 양성과정(3박4일)

    ● 교육과목 및 시간표

● 목적 및 기대효과

지금까지 실시해 온 품질관리활동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정립하여 의식변화

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의 저해요인을 

합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임조활

동을 스스로 생활화 업무화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시킴.

● 목적 및 기대효과

일에 대한 기대는 사람에 있고 사람에 기대는 교육에 있다는 정론에 입각하여 90년대 경영전략은 

교육훈련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강력한 사내강사로 OJT추진핵심요원으로 능력을 향상시킴.

● 년간교육일정

● 년간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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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교육

위탁교육은 각 기업체에서 경영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 전체를 연수원과 협의

하여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교육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연수원에 일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본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교육이 행하

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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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계를 통해 실시되는 위탁교육은 본 연수원의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 직능별 

계층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 계발해 놓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각종 교육의 기획단

계로부터 입안→실시→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회사와 협의하여 실

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직능별, 계층별로 그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임할 

수가 있고 교육의 효과면에서도 매우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위탁교육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개원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매해 점진적

인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해 동안 실시될 전체적인 교육도 이 위탁

교육에 일임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위탁교육은 1987년에 총 16개 업체를 중심, 2,332명(총 25회)

이, 1988년에는 24개 업체가 참가 7,564명(총 95회)이, 점차 증가 확대되어 1989년에

는 29개 업체의 8,003명(총 113회)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연수원에서 계발한 위탁교육은 현재 크게 의식 정립 분야, 관리능력 분야, 영업판매 

분야 등 총 7개 분야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수원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자신 있고 내세울 만한 교육프로그램은 

국민의 사상무장과 이념교육을 담당해온 경험에 의해 축적된 바로 '의식 정립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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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교육을 실시한 결과 많은 효과를 얻었다. 즉 의식 정립 분야에 해당되는 노사협

동 교육, 응집력 강화교육, 사원의식 정립교육 등을 이수 한 결과 회사내에서의 노사

분규를 조장하던 일부 급진세력들을 교화할 수 있었고 극심했던 분쟁의 원만한 타결

을 유도했는가 하면 각 업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본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로 교육 기대효

과와 더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전사원)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전사원) 

● 목적 :  팀웍, 추리력, 판단력, 인내력, 문제 해결 등에 훈련을 통하여 어려운 극한상황에도 전력을 배

양시킴

● 목적 :   산업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적응력을 키우고 직장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윤리와 소명감을 부여

하여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직장생활에서 찾게 됨.

(1) 의식정립 분야

① 응집력 강화훈련(1박2일)

② 의식정립 교육(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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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전사원)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전사원) 

③ 성취동기 개발훈련(1박2일)

④ 일체감 조성훈련(1박2일)

● 목적 :   매사에 신념을 갖고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심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현실 속에서 희망

찬 미래를 설계하게 됨.

● 목적 :   노동생산성을 관리생산성이 감축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관리

인재로 양성시킴.

● 목적 :   마음이 일치하였을 때 행동도 일치한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단결된 단체의 힘을 일깨워 협

동심이 발로됨.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생산, 영업, 기획, 인사노무, 자재부서장 및 관리감독자)

(2) 관리능력 분야

① 관리감독자 능력개발 과정(3박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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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노사분규의 최일선은 인사노무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다. 합리적인 인사, 노무, 관리기법을 숙

지하여 사전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는 관리자로 양성시킴.

● 목적 :   모든 관리의 척도는 표준화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표준을 만들고 지키고 개선하는 재과정을 

익힘을써 능력있는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됨.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영업사원)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인사, 노무부서장 및 실무요원)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각 부서장 및 실무추진요원)

(3) 영업판매 분야

① 영업사원 능력개발 과정(3박4일)

② 인사, 노무 관리자 능력개발 과정(3박4일) 

③ 사내표준화 실무 과정(3박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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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판매 없이 기업성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경영원칙하에 변화되는 시장상황에 대처능력이 뛰어난 

영업사원으로 육성시킴.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기획, 판촉, 무역, 영업부서장)

② 판매전략 강화훈련 과정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전사원)

(4) 노사관계 분야

① 근로정신 함양교육(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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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노사간의 어려운 상황을 상호협력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강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목적 :   전환기의 한국산업구조를 올바로 인식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슬기와 지혜로써 원만히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케 함.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전사원)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노조원 및 간부)

② 노사협동화 교육(3박4일)

③ 합리적인 조조운영 교육(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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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건전한 노조활동을 통하여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의 바탕을 조성하여 영원한 산업

민주평화 정착의 길을 찾게 됨.

● 목적 :   우리 경제가 처해진 상황과 입장을 올바로 인식하여 노동운동의 방향을 기업 경영과 

산업발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가치관을 정립하게 됨.

④ 노조원의 의식정립(3박4일)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전사원)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생산, 생관 전사원)

(5) 성력화 분야

① 청정활동과 JIT실천 교육(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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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제시간에 제자리 정리 정돈을 하게 됨으로 준비 시간을 ZERO하여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제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됨.

● 목적 :   수습기간을 최소화하여 일에 흥미를 유발시켜 사원으로 최단 시일에 제몫을 해 낼수 있는 

사원으로 육성됨.

② 신입사원 조기전력화 교육(3박4일)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신입사원)

③ 생산사원소양 교육(3박4일)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현장사원, 직·조·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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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일하는 보람 속에 생활의 가치를 창조하는 직장인으로서 자세를 확보하고 직업윤리를 정립하

게 됨.

● 목적 :   경영에는 MODEL이 없다. 항상 새로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소수 정예

주의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킴.

● 목적 :   업무현장에는 크고 작은 문제의 발생이 예고 없이 일어나는데 문제 해결의 정석을 익힘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숙지함.

④ 관리감독자 능력향상 교육(3박4일)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각 부서, 부서장 및 실무요원)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현장사원, 조직, 분임장)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전사원)

6) 품질관리 분야

① 품질관리 기초과정(1박2일)

② 품질의식 혁신 과정(3박4일)



1987년부터 산업경영연수교육    233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 목적 :   오해하고 있는 품질관리의 올바른 이해를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의 지름길을 찾아 정립

하게 됨.

● 목적 :   QC, IE, VE, 실무자로써 기획, 실시, 점검, 조치의 제단계를 정확히 파악 통제하므로써 원만한 

생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양성시킴.

● 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생관, 생산, QC, IE, VE, 실무담당자)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QC, IE, VE, 생관, 생산, 부서장 및 실무요원)

③ 품질관리 현장실무 과정(3박4일)

④ 품질관리자 능력개발 과정(3박4일)



234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 목적 :   생산관리자로써 갖추어야 할 제 관리기법을 완전 숙지하므로써 작업, 원가, 품질을 설계할 수 

있는 관리자를 양성시킴.

● 목적 :   여사원의 업무를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 시키므로써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사원으로 육성하게 됨.

● 목적 :   여사원의 재직기간은 남자직원보다 짧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훈련을 통하여 제몫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됨.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생산, 관리, 영업부서 여사원)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생산, 관리, 영업부서 여사원)

(7) 여사원 능력개발 분야

① 여사원 전략화 교육(2박3일)

② 여사원 조기전력화 교육(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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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일하는 사람의 인격이상 일에 성과(품질)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원리에 따라 여사원의 심성을 

개발하여 일에 보람을 스스로 찾게 함.

● 교육과목 및 시간표(※참가대상 : 생산, 관리, 영업부서)

③ 여사원 심성개발교육(2박3일)

여사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원이 여

사원 능력개발 교육에서 '나는 곧 

杜다 杜는 곧 나다'를 외치는 여사

원들 

04
업체별 교육실적

다음은 1987년 개원이래 현재까지 본 연구원에서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실

시했던 주요 업체 및 교육 효과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36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일체감 조성 극기훈련 교육(1박 2일)

교육일자 : 1987년 2월 28일~3월 1일 83명 교육

본 연수원이 산업연구원을 개원한 이후 위탁교육으로서 첫장을 연 교육이 제일물산 

기업의 전직원이 참여한 “일체감 조성 극기훈련”이다. 

전국민의 사상무장에 앞장서 온 본 연수원으로서는 산업교육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이었기에 진행상 조금은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정성을 다한 덕택으로 첫교육이었지만 교육의 효과는 대단히 

컸다. 

교육에 임한 교육생들 모두가 본 연수원에서 준비한 강의와 의식개혁 훈련으로 의식

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스스로 하고자하는 강한 의욕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회사

원 전체가 “우리”라는 개념 속에 하나가 되었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지를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원 각자는 제일물산

의 꼭 필요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강한 결심이 확고하게 정립되었고 능률 향상 및 기

업 발전에도 많은 결실을 맺었다.

용화가족 응집력 강화 극기훈련 교육(1박 2일)

교육일자 : 1987년 4월 18일~4월 19일 57명 교육

“용화가족 응집력강화 극기훈련 교육”을 통해서는 산업의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직

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윤리의식을 재조명해 보고 소명감을 일깨워줌으로써 

생활의 가치관을 직업의식 속에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악 극기훈련을 통해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사에 팀웍, 추리

1. 

제일물산

2. 

용화정밀(주)

교육과목 및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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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추진력, 기획력, 문제해결력, 인내력, 담력을 기를 수 있었다. 더불어 책임감과 결

단력이 밑받침되어 모든 일에 건전하게 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용화가족의 응집력 강화 극기훈련 교육이 끝난 후에는 용화정밀(주)의 교육 평가회도 

아울러 있었는데 본 연수원이 내린 교육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  대부분의 사원들이 확인하는 습관이 생활화되지 못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중지를 

모으는 힘이 부족하다. 

•관리자의 자세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방법론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교육 결과> 

•의식의 변화로 스스로 하고자하는 마음자세가 정립되었다. 

•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배우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

•기업체질 개선 의욕이 함양되었다. 

•용화가족으로서 용화의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의식개혁과 분임조 활동 교육(1박2일) 

• 교육일자 : 1회 1987년 6월 20일~6월 21일(품질관리 기초과정)

                   2회 1987년 9월 19일~9월 20일 

                   3회 1988년 1월 23일~1월 24일 

                   4회 1988년 3월 5일~3월 6일

                   총 198명 (4회)

3. 

대광다이캐스트(주)

교육과목 및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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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다이캐스트(주)의 교육은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봇물이 터지듯 노사분규가 일기 

시작하던 1987년 당시, 대광다이캐스트(주) 사원 25명이 1차로 6월 20일부터 21일 1

박 2일 동안 위탁교육 중에서 품질관리 기초과정인 “의식개혁과 분임조 활동” 교육을 

받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박 2일 동안 우수한 강사진을 바탕으로 교육이 시작된 

가운데 사원 2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임조활동 실무실습을 통해 사원 상

호간의 발표 및 평가회를 갖는 등 교육에 임하는 자세는 모두가 진지하기만 했다.

교육을 받고 난 후 회사로 돌아간 교육생들은 한참 회오리치던 노사분규 현장에서 분

규의 주동자 8명을 색출, 스스로 설득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했고 분규의 위기를 무사

히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얻게 되자 회사에서는 전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뢰해 왔고 

드디어 본 연수원에서는 4차에 걸쳐 전사원을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의식개혁과, 분

임조 활동” 교육에서는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원인 규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원만한 해

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제단계와 공존공영의 마음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그리고 분임조 활동을 통해서 주인정신과 근로정신 함양으로 노사가 한마음 한뜻

이 되어 상호 기술 개발과 작업개선을 꾀하여 명랑한 작업환경을 조성, 품질향상 원

가절감 등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했다. 

응집력 강화 극기훈련 교육(1박 2일)

교육일자 : 1회 1987년 8월 29일~8월 30일

               2회 1987년 9월 5일~9월 6일 

               3회 1987년 9월 12일~9월 13일

               총 622명(3회)

4. 

신흥정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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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정밀(주)에서는 전사원 622명을 대상으로 “응집력 강화 극기훈련”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했다. 1987년 4月에 실시되었던 용화정밀의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을 토

대로 응집력 강화 훈련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역시 교육을 받기 전후의 변화는 컸다.

신흥정밀 가족 모두는 스스로가 의식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회사 내에서, 노사분규를 

조장하던 일부 급진 세력들을 교화시켰고 격렬한 노사분규 없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회사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수 있었다.

응집력 강화 극기훈련 교육(1박 2일)

한국그랜드(주)에서는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던 도중에 본 연수원에서 실시한 교육

에 참여한 기업들로부터 교육의 효과를 전해 듣고 회사 분위기가 냉냉한 가운데 급히 

일정을 잡아 전사원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응집력 강화 극기훈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받고 돌아간 직후 대부분의 사원들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원 개개인은 

스스로가 애사심을 발휘하여 역시 노사분규의 주모자들을 색출, 교화할 수 있었고 아

울러 극심했던 분규도 원만히 해결되었다. 이로써 내 가족, 내 직장이라는 건전한 회

사풍토가 이루어졌고 협동단결을 통하여 회사의 발전을 기할 수 있었다.

위의 1, 2, 3, 4, 5항 처럼 개원이후 본 연수원이 실시한 응집력 강화교육(1박 2일)을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수한 사업체에서는 노사가 공히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도

록 노력하게 됨으로써 격렬한 시위나 분규 없이 가볍게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고 

각 업체의 교육 담당자들은 전한다. 이러한 교육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본 

연수원이 20여 년간을 오로지 승공이념 교육을 통해 전국민의 사상무장과 조국의 선

진화 및 가치관 확립에 앞장서 왔고 아울러 산업평화 정착의 길을 모색하는데 많은 

연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위의 업체 이외에도 응집력 강화교육을 이수한 기업은 협성

산업(주), 한신기계(주), 원명기계(주) 등이 있다.

노사협동 교육(2박 3일) 

교육일자 : 1987년 : 302명(5회)

               1988년 : 130명(2회)

               총 432명(7회) 

5. 

한국그랜드(주)

6. 

금성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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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전선(주) “노사협동 교육”은 1987년 6.29선언 이후 경제민주화시대를 맞아 노동

의 각 현장에서 노사의 갈등으로 분규가 잦아지는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그 갈등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던 시절이었다. 

금성전선 회사에서도 각종 구호를 외치며 일반 근로자들을 선, 동, 분규를 조장했던 

주동자 24명이 본 연수원이 실시한 4박 5일의 “공장 새마을 품질의식 혁신과정”이란 

정기교육의 108기 교육생의 일원으로 참가한 이후 시작되었다. 이들 24명이 처음 교

육에 입소했던 당시는 불평불만으로 가득차 교육에 임하는 태도부터가 불손하여 발

을 탁자위에 올려놓는다거나, 소란을 피워 강사들의 열띤 강의를 야유로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강사진들의 일목요연한 강의와 교관들의 따뜻한 배려

는 그들을 감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때 실시되었던 강의는 노사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비판 및 노사분규의 원인을 규명

하고 이해시켜 줌으로써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었다. 또한 

기업을 노사가 공히 발전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의식 정립과 직업윤리 확립으로 기업 

발전의 선봉장이 되도록 했다. 이들 24명의 교육생들은 교육수료 후 회사에 돌아가서

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오히려 분규를 조장하던 무리들의 반대 입

장에 서서 그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금성전선의 교육담당자들은 본 연수

원이 실시하는 위탁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7회에 걸쳐 생산직 사원 전체를 교육하기

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효과는 다른 금성계열의 많은 회사에도 알려져 

금성전선가족 의식혁신 연수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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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금성 연수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럭키금성 계열의 교육생들이 

본 연수원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에 본 연수원의 교육에 참여한 금성계열사의 업체는 금성전기(주), 금성산전

(주), 금성통신(주), 금성계전(주), ㈜금성사 비디오 사업부, (주)금성사 오디오 사업

부, 럭키 디시 실리콘, 금성 알프스(주) 등 다수이다. 본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일임해

온 많은 기업들의 교육담당자들은 한결같이 교육효과에 힘입어 점점 노사분규로 인

한 잡음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까지도 노사분규로 인한 교육의 필요

성 외에도 사원들의 자질향상과 회사발전 및 더 나은 생산을 위해 사전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G.S MANSHIP 함양 및 향상 교육

교육일자 : 1987년 11월 20일~12월 7일(3회), 221명

               1987년 12월 3일~12월 5일(1회), 154명 

               1988년 1월 14일~1990년 2월 22일(42회), 4,067명 

               1989년 12월 18일~1990년 현재(매달 100여 명씩)

금성사 평택공장은 국내 최고의 VCR. PC. OA. Computer 전문회사로 전사원이 

6,000명이 넘는 대기업이다. 본 연수원과는 '1987년 개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인연 

되어온 단골 고객이라 말 할 수 있다. 

1987년 7월 현장사원을 대상으로 직무의욕을 길러줌은 물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

고를 함양시키기 위한 의식 혁신교육을 실시한 이래 분임조장 향상교육을 비롯하여 

“G.S MANSHIP 함양교육”을 실시했고 “G.S MANSHIP 향상 교육”은 90년 현재 계

속 진행 중에 있다. 금성사 평택공장의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식혁신 교육

    1987년 11월 20일~12월 7일(3회), 221명 

② 분임조장 향상 교육

    1987년 12월 3일 ~12월 5일(1회), 154명 

③ G.S MANSHIP 함양 교육

    1988년 1월 14일~1990년 2월 22일(42회), 4,067명 

④ G.S MANSHIP 향상 교육 

7. 

(주)금성사 

평택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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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18일~1990년 현재(매달 100여명씩 진행 중)

먼저 G.S MANSHIP 함양교육은 공장 내의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이

념을 설명하고 이해하게 함은 물론 직업윤리 의식과 뚜렷한 직업관을 확립하게 했다. 

또한 G.S. MAN(금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개인의 재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일하는 일꾼이 아닌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

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G.S MANSHIP 함양교육은 1988년 1월 14일부터 1990년 2월 22일까지 교육이 모

두 끝났다. 총 47회로 4,067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을 마친 금

성사(주) 평택공장의 모든 사원들은 의식의 변화가 있어 스스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하는 자세가 확립되었다. 특히 O.L(Orienteering, Lauf) 산악 극기훈련을 통해서는 

우리라는 공통체 의식이 정립되어 협동하는 자세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력, 판단력, 성취력, 추리력 등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배우고 G.S MAN으로서의 강한 자긍심을 

갖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창의력을 가진 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직장 분

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노사간의 대화 및 노사협동교육을 통해서는 노사의 관계는 결코 적대관계가 아닌 상

호 보완해주는 협동의 관계라는 정확한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매년 5월 춘투에서 벌

어지는 분쟁이 감소되었다. 이 “G.S MANSHIP 함양교육”의 효과가 가시(可視)적으

GS MANSHIP함양연수 

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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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출되자 금성사 평택공장에서는 다시 “G.S MANSHIP 함양교육”을 더욱 보완하

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근로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바람직한 노

사관계 정립 및 사원 의식 혁신을 통한 사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G.S MANSHIP 

향상” 교육을 추진, 계획하여 1989년 12월 18일 부터 21일까지 3박 4일의 시범교육을 

통해 확정했다. 그리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전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사 협조관 확립을 통한 회사와의 공존공영의식 배양 및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체험을 통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력을 강화

한다. 

3. 바람직한 직업관 정립을 위한 G.S MANSHIP 향상과 의식혁신을 기한다.

앞에서 기술한 “G.S MANSHIP 함양교육”의 효과가 우수하다는 소식이 금성계열사

에 널리 알려지게 되자 앞을 다투어 본 연수원의 교육을 의뢰 위탁하게 되었다.

계전류를 생산하는 금성계전, (주)금성사 오디오 공장, 금성전기(주), 금성 통신(주) 

등의 회사에서 G.S MANSHIP 함양교육과 같거나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의뢰하여 

GS MANSHIP함양연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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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리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업체별 교육 현황과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성계전

G.S MANSHIP 함양교육(2박 3일) * 1988년 3/16-1990년 3/17까지 10회 961명 

2. 금성사(주) 오디오 공장

조장의식 혁신교육(2박 3일) * 1988 1/19~2/24, 4회, 268명 

사원 의식개혁 함양교육(2박 3일) * 1988년 3/11~1989년 9/24, 9회, 527명 

전사원 한마음 대행진 교육(2박 2일) * 1990 1/18~1990 3/9, 4회(491명) 

GS MANSHIP향상 

교육시간표

금성전기(주) 사원소양개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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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성통신(주)

조장 의식혁신교육(2박 3일) * 1988, 2/12~2/14, 1회, 52명 

사원능력 향상연수교육(2박 3일) * 1989. 1/23~1990. 1/20, 8회 666명 

4. 금성전기(주)

노사 협동교육(3박 4일) * 1989, 2/20~6/22, 4회, 217명 

사원 소양계발교육(2박 3일) * 1989. 12/4~1990. 3/14, 9회, 933명 1990. 

1/10~1/20, 2회, 86명

사원 의식정립 연수교육 및 사원 능력향상 교육(2박 3일)

교육일자 : 1988년 10월 24일~1989년 1월 18일, 900명(22회)

인화단결, 자기계발, 기술혁신이라는 사훈 아래 15년간 국내 최대의 훼라이트-코어

(Ferrite-Core)·부품업체로 발돋움한 삼화전자(주)는 1,000명의 종업원을 가진 대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수원에서의 삼화전자(주)의 교육은 1988년 10월 24일부터 시작된 “사원의식 정

립교육”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박 3일 일정의 총 22회에 걸쳐 실시된 의식 정립 교

육은 회사의 대표자를 비롯하여 공장의 현장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전사원이 대상이 

되었다. 

제1기 G.S MAN SHIP 

향상 연수교육

8. 

삼화전자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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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정립교육을 통해서는 모든 사원들에게 직무의욕을 길러주고 산업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갖추어

야 할 직업윤리와 소명감을 부여하여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직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사관계의 올바른 정립으로 기업에서 노사가 공히 공존 공영하는 마음자

세를 갖도록 했으며 사원 모두가 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확립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교육을 이수한 후 삼화전자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원 모두는 삼화인이라

는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의 일터로서 “社는 곧 나”라는 의식을 뿌리내리

고, 노사가 평생직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사원의식 정립 연수교육의 성과가 인정되자 다시금 1990년 3월 19일 부터는 

삼화전자공업(주)의 ’90경영 목표인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가족화 운동에 발

(주)삼화전자공업

사원연수 교육시간표

제4기 삼화전자공업(주) 

사원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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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그에 호응하는 “사원능력 향상교육”을 기획, 의뢰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신입사

원과 현장사원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서는 일하는 보람 속에서 생활의 가치를 창조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자

세를 확립하고 직업윤리를 정립하도록 하는데 교육목적을 두었다. 

노조간부 집체교육(2박 3일)

교육일자 : 1989년 8월 19일~8월 21일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현재 자동차기업으로서 부상 중인 쌍용자동차(주)에서는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노조간부 집체교육”을 본 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의식 혁신교육이나 노사협동교육 등 사원들의 의식개혁 교육으로 정평이 나있는 본 

(주)삼화전자공업

사원능력향상 교육시간표

쌍용전자(주)

노조간부집체 교육시간표

9. 

쌍용자동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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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노사간의 공존 공영의식을 심어주고 국내외의 상황

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노사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람직한 직업관을 정립하여 일을 통한 자아실현 능력을 키워 주었고 회

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와 노사간의 

갈등을 슬기와 지혜로 원만히 극복 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케 하였다. 

사원 소양교육 및 노동조합 간부교육, 감독자 소양교육

교육일자 : 1988년 6월 19일, 388명(6회) 1989년 1월 19일, 1,152명(14회)

총 : 1,540명(20회)

금성알프스전자(주)는 전남 광주에 소재해 있는 기업체로서 전자부품을 생산 공급하

는 종업원 2,000여명의 대기업이다. 금성 알프스전자(주)와 본 연수원과의 교육을 맺

게 된 인연은 1988년 6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초여름 관

광지로 유명한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동학사까지의 현장감독자를 대상으로한 O.L(산

악) 극기훈련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무박 2일의 강행군이 된 교육이었지만 의외로 교

육생들의 교육적 효과가 크자 곧바로 금성알프스 감독자 합숙교육(2박 3일)을 실시했

다. 이 교육을 통해서 산업사회의 변화 발전에 적응력을 키워주고 직장인으로서 갖추

어야 할 윤리와 소명감을 부여하여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직장 생활에서 찾도록 했다.

이후 198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사원을 대상으로 기업체질 혁신을 위한 “사원 소

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14회에 걸쳐 1989년 1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매달 2회 

간격으로 실시된 이 소양교육은 1,152명의 사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금성알프스전자(주)

제3회 금성알프스감독직합숙

교육시간표

10. 

금성알프스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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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전남 광주로부터 용인까지 장거리를 왕복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하고 본 연수원에 입소하여 교육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연수원 임직원들의 따뜻한 

배려와 강사들의 진지하고도 열의에 찬 강의의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사원 소양교육을 통해서는 사원들이 일하는 보람을 찾고 생활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

는 직장인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는 한편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윤리와 소명감을 

부여하여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직장생활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식개혁 

을 통해 전사원에게 왕성한 직무의욕을 길러주고 긍정적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함으로써 일에 능률을 기하고 문제를 개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성알프스전자(주)

제1기 사원 소양교육

금성알프스전자(주)

사원 소양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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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89 응집력 강화교육(1박 2일)

교육일자 : 1989년 3월 17일~4월 29일, 823명(5회)

전기부품, TV, 오디오 생산업체로 널리 알려진 아남산업(주)의 위탁교육은 1박 2일 

일정의 “도약 89 응집력 강화교육”이다. 이 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직장인으로

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직업의식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였고 응집력 강화훈련(O.L 

산악훈련)을 통하여 서로의 협동심, 추리력, 추진력, 기획력, 문제 해결력, 인내력, 담

력 등을 길러 모든 업무에 임함에 있어 결단력 있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

게 하였다. 

또한 6.29선언 이후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봇물이 터진 노사분규의 원인 규명을 해

줌으로써 더 이상의 분규를 해결 또는 방지하고 노사가 공히 협력하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존 공영의 마음자세를 일깨워 주었다. 

아남전기산업(주)

응집력강화 교육시간표

아남가족도약89운동추진연수교육

11. 

아남전기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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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혁신과 분임조 활동교육(1988년 1월 7일~10일, 54명) 

•관리사원 집체연수교육(1988년 2월 8일~25일, 100명, 2회) 

•화합과 전진의 집단력강화 훈련교육(1990년 1월 4일~3월 3일, 842명, 5회) 

•공영회 화합과 전진 세미나 연수교육(1990년 3월 26일~27일, 27명)

   총 1,023명 (9회)

주방기구인 가스렌지 생산업체로 널리 알려진 린나이 코리아(주)의 교육은 1988년 1

월 “의식 혁신과 분임조 활동교육”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의식 혁신과 분임조 활동 

교육”은 ‘몸에 배인 습관성 사고와 작업은 더 이상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전제하에 이

러한 습관성 사고를 의식개혁을 통해 쇄신하고 분임조 활동을 활발히 실시함으로써 

상호계발과 작업개선을 꾀하고 명랑한 작업환 경을 조성토록 하여 품질향상과 원가 

절감 등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데 교육 목적을 두었다. 

구성 있게 짜여진 교육프로그램과 교관들의 유연하고 탄력 있는 교육진행, 그리고 어

렵고 복잡한 내용을 재미있고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본 연수원의 강사진의 열의 있

는 강의가 삼위일체되어 성심껏 한 결과 교육적인 효과는 당연히 컸다. 그리하여 모

든 사원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린나이 코리아(주)에서는 다시 관리 

사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사원 집체 연수교육”을 의뢰하여 2차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

시하였다. “관리사원 집체 연수교육”을 통해서는 관리자들을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인 문제점을 파헤쳐 재조명해 보고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경제 변화의 추이에 따라 

린나이 코리아 화합과 전진의 집

단력강화훈련

12. 

린나이 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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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의 기업경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직장의 관리자로서의 시대적 감각을 익히도록 하여 새로운 사원상을 정립하도

록 하였다. 

또한 기업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신체 조직의 중추신경과도 같이 막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목표달성과 인간성 회복의 이중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도 지혜와 지식을 겸

비한 교육을 함으로써 인재 양성과 사원들의 상하를 연결하는 중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본 연수원의 교육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나자 1990년도에도 

교육을 의뢰해 왔고 서로의 협의 끝에 각 사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

획하여 관리자와 현장의 생산직 사원 두 그룹으로 분리 교육하였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2박 3일의 “린나이 코리아 한마음 전진교육”으로

서 이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각 사원은 린나이 코리아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기를 수 

있었고 그밖에 팀웍, 추리력, 판단력, 인내력, 문제해결력, 특히 O.L산악 극기훈련을 

통해 어렵고 극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을 해낼수 있는 도전력을 배양할 수 있

었다.

린나이 코리아(주)

한마음전진연수 교육시간표

린나이 코리아(주)

화합과전진의 집단력강화연수

 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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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소양 연수교육(2박 3일) 

교육일자 : 1989년 2월 12일~1990년 3월 14일, 576명(13회) 

컴퓨터와 전자제품의 부품(MD, TU, KB, PRT)을 생산하는 한국알프스(주)는 전남 

광주에 소재해 있는 종업원 1,200명 규모의 기업이다. 본 연수원과 한국알프스(주)와

의 위탁교육 인연은 1989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본 연수원에서 위탁교육(사원 소양교육)을 이수한 바 있던 금성알프스전자(주)

가 본 연수원의 교육을 통해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한국알프스전자(주)의 교육담당자들로부터 교육문의가 

들어오면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알프스(주)의 “사원 소양교육”은 멀리 전남 광주에서 용인

까지 몇 백 km를 왕복해야 하는 힘든 노정이었지만 교육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단행하였다. 

한달에 한번씩 전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원 소양연수교육”은 산업사회의 급속

한 변화와 발전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

리와 소명감을 부여하여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자신의 직장생활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알프스인이라는 강한 자긍심을 갖도록 했으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나는 

곧 社요 社는 곧 나다”를 숙지하도록 하여 일체감을 조성,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한국알프스(주)

사원소양 교육시간표

13. 

한국알프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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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총력전 응집력강화 교육(1박 2일)

교육일자 : 1990년 2월 17일~2월 25일, 667명(2회)

쥬스, 사이다 등 각종 음료수 생산업체로서 국내 굴지의 음료 업계 중 하나인 해태음

료(주)에서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전사원을 대상으로 2회로 나누어 응집력 강화교육

을 실시했다.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전사원이 참여한 이 교육은 해태인으로서 강한 자긍심과 “우리

는 하나”다는 일체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우천중에 실시된 교육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더욱 강한 동료애를 

느낄수 있었다. 특히 팀을 조성하여 일정한 코스를 돌아야 하는 O.L산악 극기훈련을 

통해서는 팀웍, 추리력, 판단력, 인내력, 문제해결력 등을 길러 극한 상황하에서도 의

연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도전력을 길러주었다. 

다가오는 90년 여름 음료수 시장 석권을 겨냥한 이 생산 총력전 응집력 강화교육은 

사원 모두에게 강한 신념을 불어 넣었다. 

감독자 능력개발 교육(3박 4일) 

사원능력향상교육(오산공장, 2박 3일) 

도약 90 한마음 대행진 교육(산기 사업부, 2박 3일)

교육일: 1989년 6월 7일~10일(1회),

신입사원 연수교육, 82명 

1990년 1월 8일~3월 14일(10회),

사원능력 향상연수교육, 361명

해태음료(주)

사원소양 교육시간표

14. 

해태음료(주)

15. 

금성산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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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산전(주)의 오산공장은 철도신호제어 장치와 태양광 발전장치를 생산하는 종업

원 925명의 업체이다. 

이 오산공장의 본 연수원에서의 위탁교육은 1989년 6월 7일 부터 10일까지 3박 4일

의 신입사원 “조기 전략화 교육”을 시발점으로 시작되었다. 이 교육은 신입사원의 수

습기간을 최소화하고 일의 흥미를 유발시켜 정식 사원으로서 최단 시일안에 제몫을 

다해 낼 수 있는 사원이 되도록 하였다. 

이 교육 후 신입사원들의 빠른 회사적응과 책임감 있는 일처리 등 교육효과가 나타나

게 되자 다시 90년이 되어 생산직 사원들을 중심으로 “감독자 능력개발교육”과 “사원

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감독자 능력개발교육”을 통해서는 현장에서 항상 새로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관

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독자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관 및 가치관을 정립하고 각 

조원들을 이끌기 위한 상담기법과 멤버쉽, 리더쉽 등 다양한 기법을 익혀 생산성 향

상 및 생산현장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다.

“사원능력 향상 연수교육”은 금성산전(주)의 오산공장내의 생산직 사원들을 중심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금성산전(주)

오산공장의 사원능력향상 교육

금성산전(주)

사원능력향상연수 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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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을 통해서 사원들에게 경영이념과 목표를 숙지시키고 올바른 직업윤리와 뚜

렷한 직업관을 심어 줌으로써 일하는 보람 속에서 생활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

력있는 직장인이 되도록 했다. 

또한 사원들에게 G.S MAN(금성인)으로서 일하는 자부심을 불어넣고 회사의 주인으

로서 “나는 곧 社요 社는 곧 나”라는 구호를 숙지하도록 하여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금성산전인이 되도록 했다.

금성산전(주)의 산기 사업부(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제조업 체)에서는 설치·보수

부 사원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도약 90 한마음 대행진” 연수교육을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5회에 걸쳐 425명이 이수했다. 이 산기 사업부교육은 오산공장의 사원소양

교육 효과를 전해 들은 후 필요 적절하게 교육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입사 이후 처음으로 교육에 임해본다는 모든 교육생들은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진지한 

모습으로 모든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팀웍을 다지는 시간, 극기훈련을 하는 시

간 등등 매우 진지한 교육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의 소감문에서 이러한 교

육은 매년 아니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매우 긍정적인 소감을 피력

하기도 하였다. 

금성산전(주)

사원능력향상연수 교육시간표

금성산전(주)

도약'90 한마음대행진 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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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산업경영교육 중요과목

산업사회와 인간의식

1) 직장인의 바른의식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한가지 이상의 조직에 소속되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조직 속

에서의 협력의 문제는 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의 조건이 되

며, 따라서 조직에 소속한 개인이나 조직들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발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조직 내에서 얼마만큼의 협력, 팀웍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인화력(人和力)의 정도에 좌우되며 따라서 조직에서의 인화를 다지

는 것은 앞으로의 고도산업사회에서는 한층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될 것이다. 

조직의 협력은 자발적인 참여 정신에서 시작된다. 강제(强制)된 조직력은 그 힘을 제

대로 발휘할 수 없다. 현대사회의 조직구조는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다른 사

람들이 지시나 명령을 간단히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급속하게 변동하는 환경에 맞추

어 적절한 조직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와 태도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개인들이 모인 조직이나 사회가 그렇

지 못한 조직이나 사회에 비해 보다 더 능률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한 개인이 성장해 가면서 직업을 갖게 되고 직장내에서 조직의 성원으로서 기업

이 갖는 목표달성을 위한 인간 개개인 또는 직장인 전체가 갖는 정신자세 즉 의식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한국인은 누구나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의

1. 

의식정립과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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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있고, 기업 내의 의식이 있으며, 개개인의 의식과 조화가 될 때만 개인과 직장 

그리고 국가적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전인적(全人的), 도

덕적 인간(道德的 人間)이 되고져 노력 하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

러한 인격적 가치관이 정립되면 올바른 의식이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직한 인간과 사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가치관(價値觀)의 혼란 현상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

로나 새로운 의식의 확립(確立)과 실천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바탕 위에 굳게 단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간에, 노동자와 기업주간에, 스승과 제자간에, 이웃 혹은 동료간에 믿음

의 굳건한 유대가 없이는 화합의 힘도 발전의 저력도 나타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가 준수해야만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은 다름 아

닌 바로 정직(正直)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산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

다.'라고 말하였다. 잘 살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살려는 의지는 더욱 중요하

다. 어떻게 사는 것 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

지만 적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은 모두를 인정할 

것이다.

정직(正直)이란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짐으로써 말과 행동에서 거짓과 허식이 없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떠

한 경우에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직하게 살아가

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칙보다는 변칙을, 진

실한 행동보다는 교묘한 속임수를, 노력보다는 요령을, 정당한 방법 보다는 권모술수

(權謀術數)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릇된 풍

조 속에서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무능력자로 취급되는 실정이다. 그 만큼 우리 사회

에는 정직에 대한 인식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보고 또 무능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살려는 뜻을 세운 사람일지라도 결국 “나 혼자 깨끗한 척 해봐야 바보 소리

밖에 못 듣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마침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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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리지 않는 생활태도를 취하게 된다. 비록 성과는 적더라도 정직한 노력이 높

이 평가 받는 사회풍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方策)”이라는 신념이 밑바탕되어 사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의(正義)는 제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직은 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권력은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합의된 이념과 

목표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추진(推進)해 나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그 권력

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3) 바른 양심과 행동

정직한 인간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양심(良心)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

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며, 동시에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능력

이다. 양심(良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한 본성(本性)이며, 이 

세상을 평화와 행복으로 인도하는 참된 나침판이다. 또한 양심 (良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재판소이다. 양심은 우리를 법정에 끌어내어 스스로를 준엄하게 고발하고 

재판하면서 부정과 불의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옳은 것을 옳다고 판단하고 그른 것

을 그르다고 판단하는 양심이야말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최고의 빛이요 권위인 

것이다. 

정직한 인간은 성실하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동시에 남을 속이지 

않는다. 성실은 자기에 대하여 진실한 동시에 남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誠)이란 문자 자체가 말한바 말씀(言)을 반드시 이루도록(成) 정성을 

다한 다는 뜻이다. 인간의 의사(意思)는 말로써 표현되므로 말을 했으면 그대로 행

해져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언행(言行)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직

한 사람이라 한다. 언행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성을 다 하는 마음은 성실성에서 우

러나온다.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성실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 깨끗하고 올바르

게 살려는 굳은 신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정직(正直)한 사람이 

결국은 잘 살게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회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 그 바탕 위에

서 우리는 비로소 정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며, 올바른 의식의 바탕 위에 세워진 정의 

사회라 할 수 있다. 오늘 의식 정립의 필요성은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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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식정립의 필요성

1) 의식이란?

인간생활의 원천이 되는 일체의 정신현상으로서 인간이 단순히 살아 있다고 하는 사

실 그 자체만으로 인식한다고는 할 수 없고 생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삶을 영위할 

때 비로소 의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활 양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의

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의식의 발로 또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 精神一倒 何事不成(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다. 즉 정신을 차리

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생활이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 즉, 의식의 상태에 따라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이 동물

과 다르다는 점도 사람이면 도덕적 원리적 의식의 바탕위에 이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서 사람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과 같이 개개인의 바른 의식이 행함으로 나타

날 때 비로소 바른 사람 즉 인격적 사람으로서 삶을 영위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

은 사회생활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또한 사회, 더 나아가 민족적인 의식도 형성 되

어지는 것이다.

2) 의식 형성과정 

선천적 요인으로써 선천적, 유전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식은 물론 민족

성, 국민성까지도 혈통적인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정 짓는다. 예를 들면 잔인성, 

다혈질 등의 인간행동 양태가 조상으로 부터 유전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자연환경, 사회 환경, 교육 등 생활주변의 여건이 의식 형성에 미

치는 영향으로써 대륙, 반도, 도서, 벽지 등의 생활환경이 개인의 의식을 결정하여 성

격형성의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위도 30~50° 선상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에 속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기후적 조건이 양호한 편이므로 국민 개개

인 의식이 분명하고 머리가 명석하여 자연을 개척하고 역사를 추진하는 힘이 있어 국

가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을 것이다. 중국의 맹자(孟子)가 훌

륭한 성인(聖人)이 되기까지는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 가정환경을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을 후세에 남겨 놓게 되었다

는 사실도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데로 선천적 유전적 요인으로서 혈통문제는 다루었는데, 실제로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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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식 속에 혈통적 종족적 요인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 

형성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교육과 환경에 의하여 바른 의식이 정

립될 수 있고, 바른 의식이 정립되면 사회생활 꼭 인간생활에 추호도 부연하거나 비

정상적인 생활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도 하는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가 형성되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은 자연

히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야 할 사회적 책

임이 따르게 된다. 그러한 인간들이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종족 민족이 형성되다보

면 자연히 각기 종족 민족만이 갖는 또 하나의 의식이 형성되게 된다. 그렇게 형성된 

종족이나 민족은 어떠한 지역, 즉 환경을 터로 하여 삶을 영위했느냐에 따라 그 종족 

민족이 갖는 의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을 대륙민족으로 보고, 한

국, 이태리, 스페인 등은 반도민족이며, 일본이나 영국 등은 도서민족에 속한다. 그러

므로 대륙기질, 반도기질, 도서기질 등이 형성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환경을 토대

로한 의식 형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륙기질은 대륙 의식으로서 여유 있고 폭넓

은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반도민족은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이며, 도서민족은 유

연성이 있어 인사가 밝고 간교한 면이 있으나, 뿌리를 땅에 내리는 이중인격을 갖게 

되는 것 등이 바로 환경과 교육에 따른 의식 형성의 일면이라 하겠다.

3. 현대사회의 의식 문제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사이에 전환기적 가치관의 갈등이 있었다. 전통사회는 경험이 

중요시 되는 시대였으나, 현대사회는 지식이 요구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 

사이에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였고, 사람들은 개성을 상살한 채 막

연히 후를 지향하는 인간성 상실의 사회가 형성되어 모방심리가 전사회를 지배하

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처럼 시장지향형(Marketing, 

Oriention)으로 변모되어 대중속의 고독과 접촉 속의 결핍을 갖게 되는 원자화된 인

간이 양산되었다. 18세기 이후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술화 시대가 도래하여 인

간생활은 향상되었으나 인간이 부품화하는 동시에 비인간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점차 개성을 상실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결국 

비인간화 비이성화의 동물적 존재로 전락되게 되었다는 점이 현대 사회가 고도성장

과 효율만을 강조하게 되어 사회적 풍토는 고도성장에 따른 분배의 불공정으로 인하

여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소외문제(人間疏外問題)로 표면화 되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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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경제 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은 만

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복지적 측면과 분배의 공

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의 증대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또하나

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 양심의 바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종교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양적 

증대로 덕목(德目)이 불이행 되어 인간 정신개발이 소홀히 되고 동물적 야성의 발로

가 폭발적으로 증대하여 반문화, 비도덕성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난문제 이외

에도 한국민족은 분단의 상황논리가 항상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함으로써 위기의식이 

조성되어 긴장과 공포, 불안과 갈등의 첨예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침략과 당쟁 등의 권력투쟁을 겪으면서 피해를 받았던 

수난의 민족 이였기에 피해를 줄이려는 은폐의식 (隱幣意識)이 대두되어 적극적 사고

나 행동보다는 소극적인 면이 더욱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의식의 형성이 문제 되었으나, 사회구조로 인하여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어 자기모순을 합리화하려는 비판적 동조의식이 강화됨으로서 

의식의 문제는 더욱 문제화 되었다. 반도민족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 끈질긴 것을 참

지 못하는 성급한 성격이 있으며, 결판부터 내고 해결하려는 피해망상 의식이 강하다

고 볼 수 있다. 미래 지향적인 의식의 결여로 현대사회의 급성장에 따른 초조감과 기

대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한탕주의를 지향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력이 결여되었고 분단국 위기상황 때문에 미래지향성 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본

다. 특히 최근의 한국사회는 민주화, 국제화, 복지화의 과제를 안고 세계사적 흐름의 

대열에 동참해 나가야 한다고 볼 때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국민적 새로운 의식의 

정립이야 말로 시대적 역사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의식 정립의 방법

1) 점진적 개혁

혁명적이거나 자유방임적인 방법은 절대로 금물이며,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단군선조로부터 민족의식으로 형성되어 왔던 경

천, 홍익, 광명의 바른 인식이 있었으나 시대의 흐름으로 점차 우리의 본질적 의식을 

망각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적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었으므로 올바른 인

간상을 위한 가치관 정립을 서둘러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통하여 삶의 목적과 방법이 전도되지 않도록 부단히 교육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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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물질은 인간생활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특히 교육해야 한다. 

인간은 몸으로는 의·식·주를 추구하고 마음으로는 진·선·미 즉, 자유·평화·평

등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개체의 목적과 전체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연체(聯體)

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소우주적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인 점을 교육하여, 이성적 존

재인 인간이므로 동물적 요소를 배제하고, 도덕적, 윤리적, 규범적으로 행동하도록 

일깨워야 한다.

2) 제종교 덕목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실천

○ 전통적 종교 덕목(德目)은 훌륭했으며 오늘날까지 인간사회를 지도해 왔으나 교세 

확장과 덕목 불이행으로 현재는 붕괴 상태에 있으며 특히 반종교사상(무신론·유물

론)의 공세에 대한 무방비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본

체론적 문제해결의 해답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시련기에 놓여있다. 

이 제종교의 덕목(德目)을 살펴볼 때 기독교는 사랑에 중점을 두었고(고전 13:1~산상

수훈동), 불교는 자비(慈悲)를 강조했으며(四諦, 八正道, 六波羅密多) 유교는 인(仁)에 

역점을 두었으며, 修身諸家治國平天下, 四瑞(仁, 義, 禮, 知), 三綱五倫 등을 보면 전

통적 가치관이 인간의 바른 의식 정립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가를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의 사랑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라” “네 원수를 사랑

하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도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 13장. 일명 사랑의 장(章)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

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소망·사랑 세 가운데 사랑

이 최고라고 끝맺고 있으니 이러한 덕목이 실천되면 얼마나 인간의 바른 의식이 정립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불교의 덕목은 자비입니다. 석가의 가르침에 四가 있는데 苦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가르켜 주고,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를 가리키는 集諦, 즉 집착하는데서 왔다는 것을 

가리키며, 모든 것을 무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가리켜 고통은 집착하는데서 온다는 사

실을 깨우쳐 준다. 道諦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六波羅密多에서 布施는 베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과 같은 내

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의 仁·禮·知나 四德과 四淸가 있는데 仁은 자비로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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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만일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着惡之心, 즉 수

치를 느낄 줄 알아야 하며 側隱之心으로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 줄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辭讓之心으로서 남을 높여주고 남에게 예의를 갖추는 생활을 가르쳤

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훌륭한 가치관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인들에게 올바르

게 교육된다면 훌륭한 의식정립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인

들 스스로가 실현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못하는데 근본 원

인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3) 민주 주인의식 정립 

우리는 이제 민주화·국제화·선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질서의 의식이 요구되며,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차원에 대처할 의식의 정립이 시급하

다 하겠다. 

탈이데올로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변동과 제3의 물결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 국

민경제 향상과 정치 발전에 따른 개개인 욕구의 분출 등은 이제 과거의 전통의식이나 

규범만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겠다. 

여기에 민주 주인의식 즉 새로운 의식 정립(意識定立)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

리 사회를 유지케 했던 전통적 가치 규범이나, 시민윤리 의식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

니지만 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올바른 의식이란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적인, 그리고 보편타당한 즉 상식이 통하는 합의적(合意的)이고 합리적(合理的)인 意

識(思考)과 여기에 대처하는 과학적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예를 들면, 각기 주장이 있으나 대다수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다르다고 볼

때,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칙에 따르려는 합의적 사고야말로 매우 중요한 의식 

형성이 될 것이며, 봄에는 꽃피고, 가을에는 낙엽 지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죄의 댓가는 벌을 받는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봄에 피지 않는 꽃이 있기도 하고 가을에 낙엽이 지지 않는 나무도 있고, 시청 앞의 

분수대의 물은 꺼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죄를 짓고도 당장 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

다고 하지만, 그것은 특수한 일이지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며 특수한 상황

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주장하고 강변한다면 어느 조직이나 사회의 구성이 깨질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순응하면서 자율적이고,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

식이야말로 민주적 자주의식이라 할 것이다. 자주란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뜻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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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손님 사이에는 생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겠다. 집주인은 수도꼭지의 물

을 잠그고서야 잠을 자지만, 세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수도꼭지 물소리를 듣고도 잘 

수 있다는 말은 그냥 흘러 보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5. 직업윤리

1) 직업의 신성한 선택

직업은 신성한 것으로 누구나 직업과 배우자, 가치관 등을 선택해야 한다. 마치 기업

이 윤리로써 국가사회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의 바탕을 형성해야 함과 같이 

직업인도 직장의 질서에 순응하고 직장에 대한 긍지와 애사심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

윤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직업 즉 노동은 신성(神聖)하기 때문에 인격으로서 승화되어 존중되어야 하며 노동

이 상품으로 전락하여 수단화 했던 점을 고려하여, 상품화하여 인간성이 박탈당하

는 노동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로부터 노사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결국 노사문제

는 노동의 인격화와 직장의 가정화를 기점으로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해결점을 찾

아야 한다.

2) 직업윤리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면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을 하

는 데는 투철한 사명감, 즉 윤리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직업윤리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동물이다. 인간의 참된 모습은 생각하

면서 노동하고, 노동하면서 생각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근로(勤勞)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간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근

면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성실한 노력의 댓가 이상을 탐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거나 편법을 쓰거나 남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는

다. 반면 윗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요령을 부린다던지, 부당 소득을 꾀하여 부동산 투

기나 사채놀이에만 열을 올린 다든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만을 바라거나, 친척·

친지에게 기대어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인간

의 모습이다. 우리는 정당한 근로의 댓가가 아닌 소득을 경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

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사회정의를 흐트려 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한다. 

건전한 근로정신은 건전한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단지 생계수단(生計手段)만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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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가질 때 우리는 자기직업에 만족 할 수 없으며 보람 또한 느낄 수가 없다. 단순

히 보수나 명예심 때문이 아니라 역할 의식 같은 건전한 직업윤리에 의해 자신의 직

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 자체가 삶의 본질이며 그 노동에서 인간의 

모든 가치가 창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건전한 직업윤리가 형성된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자아를 실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발전하여 늘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건전한 직업윤리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까닭은 산업사회가 고도로 전문

화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노사간에 있어서도 상호의뢰 관계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교향악단(交響樂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악기

가 화음을 잘 이루어야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하듯이 각 개인이 자기가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조화롭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도산업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전근대적이며 비합리적인 직업

윤리를 버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애(愛)를 가지며 근면하고 성실

하게 노력하여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전한 직업윤리가 여실히 필요하다고 하

겠다.

하늘에는 천도(天道)가 있고, 인간에게는 인도(人道)가 있듯이 국가나 직장 사회에도 

사람과 사람사이에 준행해야 할 생활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도덕은 개인의 품성을 

이르는 것이지만 윤리는 서로의 관계 수립의 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바탕은 가정에 

두었으며, 가정의 질서 즉 부모와 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의 사랑의 질서가 가

정윤리이므로 이 가정윤리가 직장윤리, 국가윤리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가야 한다. 

고로 직업윤리는 가정에서의 생활규범을 지켜나가야 한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자

녀가 있고, 부부간의 질서, 형제간의 질서 즉 종횡의 질서가 사랑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처럼 기업도 가정과 같이 사랑을 바탕으로 질서가 수립되면 능률과 생산이 향상 되

고, 주인정신의 발휘로 품질이 개선되며, 경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상호간에 이윤

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치정립이다. 직장에서의 사

장은 부모의 입장이고, 사원은 자녀의 입장이다. 

부자지간과 같은 관계 정립이 실현되면 직장은 사랑의 보금자리로 정착될 것이다. 그

도 결국 직업윤리란 직장을 제2의 가정화함으로써 종업원은 사용주와 경영진을 존경

하고, 경영인은 근로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협동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장 동료 간

에 화목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높여 사원 전체가 애사심과 주인정신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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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 경제와 노동문제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는 사회 제분야의 민주화 투쟁과 연결하여, 노사갈등의 폭

발적 전개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거 노동 압력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억압의 고삐가 늦추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노

동운동의 폭발적 전개는 과도기적 현상이기는 하나 노동현장에 불신, 배격, 파업, 테

러 등 회오리를 몰고 와 기업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선진

국의 예를 보아도 국민소득(GNP)이 2천~3천 달러에 이르면 소득의 재분배를 요구

하는 근로자의 욕구가 팽배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

제가 아닐 수 없다.

60년대 이후 노동자들은 최저 생계비 이하라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경제 잉여(이익)의 분배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고 선 성장 후 분배라는 논리에 묻

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5공화국 시절의 암울했던 비리나 사회부조리에 대한 책임이 지도층(정치, 경제

인)에 있다고 보는 불신감 때문에 구조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하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

하거나 파괴하려는 노동운동의 목소리나 집단행위여서는 절대 안된다는 사실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만 노·사 모두가 생

존할 수 있다는 기본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1) 경제발전의 5단계 과정(Rostow Whitman) 

(1) 전통적 사회 단계 

(2) 선행조건 단계

(3) 도약단계 

(4) 성숙단계 

(5) 고도 대중 소비단계 「로스토우」는 도약단계를 지속적 경제성장이 개시되는 근대

화 달성의 획기적 시기로 중시한다.

2)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소득 향상 

(1)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국민들, 특히 산업체의 근로자들은 자연히 국가경제 발

전과 비례하여 고소득의 부를 향유하고 있다.

2. 

노사협동과 

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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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제 등이 실시되고 사회복지제도가 강화된 미

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 구라파 선진국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완

전 생활보장을 받고 있다(의료, 취학, 실업수당까지). 

(3)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사유재산제도 아래 고소득자는 소득의 수준만큼 사회에 환

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은 사원의 수익으로 적절히 배분되고 있다.

3) 한국경제의 현실과 문제점 

(1) 근대화의 역사가 짧은 한국경제는 개발도상국의 범주를 이제 벗어나려하고 있어 

완전 고용과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선진국 경제 단계까지는 아직 능력이 미치지 못하

고 있으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단계적 발전을 가속하고 있다. 

(2) 특히 분단국의 불안요인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국방비(GNP의 6%, 행정부 예산의 

30~40%) 지출과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석유, 각종 원자재 수입 등으로 외화소

비가 많으며

(3) 산업발전을 위해 도입한 외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며 일본국과의 교역으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 외자가 누적되어 왔다(1986년 사상 최초의 무역흑자 기록

함) 

(4)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상품수출량에 비해 선진국으로 부터의 부품

조달이 많아 수익이 줄어들었고 국산부품 생산도 늦어졌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수

출산업에의 편중은 중소기업 육성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5)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① 외채를 줄이고 

② 저축을 늘이고 

③ 소비를 절약하라는 것이었다. 

(6)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기업인의 윤리의식 결여, 근로자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로 불편한 노사관계가 자주 빚어지는데 이는 자칫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동안 우리 근로자들은 저임금을 전제로 하는 회사 측의 정책

에도 불구하고 명분 때문에 많은 희생을 참아왔음을 고려, 사용자는 이에 응당한 배

분과 산업평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금조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7) 주변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장벽과 수입개방요구 등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고도기

술 상품개발, 시장개척, 외채 절감, 기술 인력양성, 사회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

이 공동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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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약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접어든 한국경제는 기술적인 면이나 경영면에서 

강대국들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2천년대 선진조국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경제도 머지않아 소득의 재분배시대 즉 복지사회 실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고로 성급한 요구나 극한적인 노사대립은 고도성장을 저해하는 암적 요인이 될 뿐

이다. 

회사를 내 회사로 생각하는 근로자의 주인의식과 전사원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

용자의 자세가 더욱 더 요구된다.

2. 한국 기업의 노사문제 

1) 인사관리, 취업, 임금

(1) 인사관리 학력과 경험 등의 연공이 승진 및 인사문제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2) 취업(종업원 채용경로) 

①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채에 의해 사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연고에 

의한 취업이 60%, 광고에 의한 취업이 20~30%이다. 고로 고용관계가 노동력을 둘

러싼 계약관계라는 관념이 희박해지고 사회적 관계에 입각하고 있어 취업자와 고용

주의 인간관계의 결합이 전제되므로 연고에 의한 취업이 주가 되고 있으며, 

② 노동력의 공급이 과잉 상태여서 취직난이 심하므로 혈연, 줄을 통해 취업이 이뤄

지고 있다. 직업안내소를 통한 취업은 3~4%에 불과하다.

(3) 임금

◇ 연공임금 : 우리나라 임금형태는 근속년수가 오래되면 임금수준이 높은 연공서열

형 임금제도이다. 

① 임금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 생산성 격차 및 그것을 야기시키는 노동장

비율 등으로 임금격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노동력의 생리적 재생산도모를 위해 대기

업의 임금이 중소기업보다 높다. 

② 학력의 격차 : 「임금실태 기본조사」(1970년)의 전종업원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보면 

국졸 100, 중졸 126, 고졸 172, 대졸 291로 대졸은 국졸보다 약 3배를 더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사협의에 의해 학력간의 임금격차가 현격히 좁혀지고 있다. 

③ 남녀별 격차 : 약 2:1의 비율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받고 있다. 

2) 기업 레벨의 노사관계 

(1) 신분적 연공적 노사관계 사용자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고 종업원의 발언권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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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 하다. 노동력 과잉 상태, 교섭세력에 있어서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혈

연관계와 오랜 주종관계로 인한 노사관계는 극단적 대립을 불원한다. 

(2) 주종적 노사관계

전통적인 가치체계의 기저인 상사공경의 미덕을 근로자가 갖고 있어서 사용자와의 

큰 트러블이 야기되지 않는다. 

전 조사대상자의 17.8%가 노사교섭에 의해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69.6%의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자가 단독으로 임금인상결정을 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조직 

1기업, 1조합, 1산업, 1전국조합의 형태로 17개의 전국조합이 모여 한국노동조합총연

맹을 결성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별 조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노동 조건 등에 관한 

교섭은 모두 기업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산업선교협의회(UIM)의 조직이 말단에까지 침투 하여 있다. 도산을 정규

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나 노동자를 조직하고 종종 쟁의, 분쟁에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경영자 측에서는 도산의 조직이 형성되면 기업은 망한다고 할 정도로 도산을 두

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권의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위장취업으로 파고들어와 연계성을 

갖고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다.

노사분규의 원인이 외견상으로는 대부분 경제적 성격(임금인상)을 띠고 있지만 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는 권리 지향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노사분규의 해결방안

1) 사용주 측에서

(1) 노사분규 발생 원인을 조속히 발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갈등 원인을 조정, 흡

수하지 못하면 폭력적 갈등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쌍방의 협의와 타협에 의한 해결방

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노사갈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 국가는 갈등의 제도적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을 제약하는 현재의 노동관계법을 개정

해야 한다. 

(3) 노동조건의 정상화를 위해 임금수준과 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저임금은 

윤리적으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노사갈등의 씨앗이며 노동윤리를 파괴하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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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4) 정부와 기업주가 좋아하는 근로자만이 안주하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안

주할 삶의 터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기업 풍토가 조성되어져야 한다. 

2) 근로자 측에서 

(1) 모든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요구 해결하려는 조속성을 탈피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점차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 

(2) 폭력적인 방법이나 극단적인 단체 행동 등을 통해 기업발전에 타격을 가하는 경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노·사 모두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 외부 세력의 침투를 경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좌경세력의 접목을 

자율적으로 근절시켜야 한다. 

(4) 기업이 존재할 때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기본인식하에 애사심(愛社心)을 갖고 기

업발전에 기여할 자신이 되도록 자기 발전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 기업발전←자기 발전 

- 환경개선←기업발전 

   처우개선

4. 급진 좌경 사상과 노사문제

최근 전국 각지에서 회사 분위기를 극도로 악화시켜 혼란으로 몰고 가는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다. 처우개선이나 임금 인상 등을 현실성 있게 요구하는 단순한 쟁의와는 

거리가 먼 이유와 조건을 들어서 사용자측에 정면 도전하는 파업과 테러행위까지 서

슴없이 자행하고 있어 순수한 노동자 권익보호운동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사용자 측의 불법적인 테러나 노조활동의 방해 책동도 배격되어야 함도 마땅한 일이

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생산·이윤과 전혀 관계없는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나 이론이 공산주의자들이 전유물로 사용

하는 폭력 혁명이론이나 급진 좌경운동권 학생들이 즐겨 쓰는 것과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 타도, 군부독재 타도, 노동자 해방, 민중봉기(민중론) 노

동자가 지배하는 사회, 매판자본, 종속경제, 해방, 깃발 등이다. 좌경이론이란 민중

론, 종속이론, 매판자본론, 해방신학, 네오마르크시즘, 신제국주의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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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중론(民衆論) 

(1) 민중이란 용어는 원래 대중, 군중, 민초 등과 유사한 의미로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

는 평범한 용어였다. 

그러나 운동권 학생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개념을 넘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인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민중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2) 민중론

민주정치 : 독재타도, 파쇼정권 부정 

민주해방 :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해방 

민족통일 : 미군철수(핵무기 철수) 북한의 통일정책 수용 

(3) 학생들이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이룩한 공로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

회제도를 부정하고 무조건 북한의 대남정책에 동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안보

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에 그들의 의견을 건의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를 끌고 

가려는 행위는 척결되어야 한다. 

(4) 다양한 국민계층에 위화감을 조성 계층간에 갈등을 빚게하는 흑백논리는 민주화

가 본궤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백해무익한 이론일 뿐이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은 빼앗기고 억눌려 산다는 피해의식을 주어 계급투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2) 종속이론, 해방신학, 매판자본론, 신제국주의론, 네오마르크시즘 

(1) 이들 이론을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구조적 모순과 비리를 폭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를 배격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역설하고 있다.

(2) 자본주의 사회 

- 사유재산  

- 기업활동의 자유보장

- 시장제도

- 사회주의 사회

- 국유재산 

- 기업활동 자유 없다.

- 배급제도 

(3) 소련, 중국, 북한 등이 개방과 개혁정책, 합영법 등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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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건

설을 역설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소련→미국 

중국→대만

동구국→서구권

북한→남한

바쿠→카나다

(4) 반미감정을 고취시키고 국가권위를 실추시키며 빈부격차를 강조함으로써 소외계

층에 혁명적 의식을 심어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당하도록 획책하는 세력이 우

리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5)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으로 문호가 개방되고 탈 「이데올로기」적인 외교정책으로 

교류가 빈번해 진다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망각하거나 공산주의에 환상을 갖는 노동현

장의 근로자들이 발생치 않도록 환경개선은 물론 정치이념 교육에 더욱 정진해야 할 

것이 다.

5. 우리사회의 전망

1)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民主化추세, 소득향상, 기술개발)-(두뇌, 근면성, 부존자원, 국

가환경) 

2) 환태평양시대의 도래 

3) 남북통일 가능성의 점고

1. 경제색맹

같은 사물을 놓고서도 사람은 그들의 이해관계, 놓여진 환경 그리고 보는 시각 즉 인

생관, 세계관, 역사관 등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평가는 극에서 극으로 달라 질 수 있

고 그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흔히 보고 느끼면서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

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세태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정치 사회현상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국민경제와 기업경제 

그리고 좁게는 가정경제와 개인경제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 

국내의 

경제변화와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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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날 우리 경제가 어떠했으며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

날의 우리 경제 현주소와 실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의 추

리에 대해서도 백인 백색 보는 시각은 다른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디에 와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많은 허위가 있기도 하지만 아주 크게는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으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4천2백25만이 마

음을 합쳐서 다시한번 경제발전에 힘 써 보자는 마음을 갖고 「노세노세 붕까붕까」하

는 마음 노세노세 풍조를 버리고 열심히 일 하고 소비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저

축을 해서 그것을 생산적으로 건실하게 열심히 투자해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만을 

높인다면 선진국 경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리 될 수 있다는 묘연하거

나 혹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비관적 낙관론자도 적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여간 우리 경제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분명히 보아서 우리 경제는 지금 어려운 

고비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를 과

대평가해서 괜찮다고 보고 있거나, 괜히 정도 이상으로 위기의식을 불어넣어 임금인상

이나 노사분규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두 가지 흐름의 경제 색맹이 없지 않다.

2. 우려국면

그러면 과연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있는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많은 과

오에도 불구하고 62년 이후 몇 차례에 걸친 경제 개발 사업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기본레일을 깔고 기관차를 올려 기관사를 태워서 우리 경제에 발동을 건 것은 朴正熙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82년부터 나아지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3低의 도움을 받아 

86·87·88년 3년 동안 12% 이상의 고도성장과 흑자원년 이후의 흑자로 국제 수지

적자의 개선 그리고 1~4% 이내의 낮은 한자리 수의 물가안정이란 우리 경제의 角

線을 잘 극복하고 경제우등생이란 말까지 듣게끔 되었다. 

그러나 87년 6·29 宣言이후의 대통령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와 88올림픽을 치르는 

87년 이후 서서히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좋은 

면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 정치 불안과 사회불안 노

사 분규 등이 확대되어 우리 경제에 커다란 打擊을 주기 시작, 우리 경제사회의 天下

之大本이라 할 수 있는 기업경제에 적지 않는 타격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아가서 

국민경제와 가족경제 심지어는 개인 경제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表1>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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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요경제지표 전망을 보면 88년 보다는 경제 성장 국제수지 

물가 모든 면에서 현저한 악화상황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 자

체도 이들 주 전망을 또 다시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또 다른 민간연구기관들은 성장 

6% 국제 수지 흑자 30억불, 소비자물가 7% 등으로 목표 달성 미달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0년도의 우리 경제도 관변 경제 연구기관은 89년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민간경제연구 단체에서는 90년의 우리 경제를 종전보다는 훨씬 어렵게 보고 하향전

망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KDI의 경제 성장율은 7.4%에 비해서 전경련은 6.5% 경상수지 흑자도 60억불대 43

억불, 무역수지 흑자도 50억불대 29억불로 낮게 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도 5% 상승에 

비해 6.8%로 높게 보고 있어서 89년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할 필

요도 없이 이와같이 우려스러운 경제전망은 우리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

성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 지며 그의 보강 없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는 일대 난조에 봉

착할 것이 예상된다.

3. 역시너지 효과

경제란 이론 구성상으로 순수경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론으로 현실경제를 볼 때면 

있을 수 없다. 즉 현실경제는 정치경제요 사회경제요. 심리경제 기술경제로서 경제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국제사회와 국내 사회 그리고 세계인과 국내인들의 심리상황

과 국내외에 걸친 기술혁신 상황에 대해 깊은 영향을 받아 좌우되는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그럴진데 지금 국내외 정치상황은 극히 불안하고 앞으로 정치전개가 불

투명하며 특히 90년 상반기의 국내정치는 더욱 더 그러하다. 우리의 정치경제는 경

제가 정치를 지배한다는 느낌 보다는 정치가 현상적으로 경제를 지배하는 느낌이 없

지 않아 우리 경제에 침체요인을 국내정치 불안과 노사분규를 포함한 사회불안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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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내경제인들의 투자기피, 과소비 그리고 低저축성향과 노동회피와 노세노세 풍

조 등으로 표현되는 불건전한 사회심리 상황에서 오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판

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안정 사회 안정 그리고 건전한 국민정신풍토쇄신이 

우리경제 소생의 기반구축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안정된 정치와 사회기반 구축과 국민정신풍토쇄신기반위에서만 경제정책과 기

업경영혁신의 여러 시책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실효 

없는 口頭禪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 우리의 경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 중 사회주의국가는 그가 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중심

으로 한 어려움을 고전적 공산주의 경제이념인 1. 자급자족원칙, 2. 생산수단의 국유

화, 3. 중공업 우선주의를 부분적으로 억제시킴으로써 자본주의경제의 장점을 부분

적으로 수용,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수정 공산주의의 길을 택하고 있다. 즉 공산주

의의 장점과 자본주의의 장점을 합쳐 소위 1에다가 1을 보태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2 아니 5, 10, 1백과 같이 무한대의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려는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s)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극적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자본주의의 제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자본주

의의 장점을 기조로 사회주의 경제주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너지 효과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세계의 대세인 것 같다. 

우리 한국도 세계의 대세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서 이런 커다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특히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지난날의 우리 경제가 지녀

온 여러 단점 즉 경제 제일주의에 대한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의 흐름, 그를 구현하

기 위한 先成長 後分配에 대한 先分配 後成長이란 분배 우선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

에 대한 균형 성장 정책, 외자도입 정책에 대한 내자동원 정책, 공업화정책에 대한 농

업개발우선정책, 수출화 정책에 대한 내수우선정책, 중공업 우선 정책에 대한 경공업 

우선 정책, 대기업 우선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우선 정책 정부 주도형 경제에 대한 민

간 주도형 경제로의 비판 등에 있어서 이의 시정을 위해서 전통적 경제 개발의 장점

이라 왜곡 시 정적 균형 경제의 장점을 살린다는 관점에서 자본주의경제의 장점을 기

조로 사회주의 경제의 장점을 보완시켜 우리 경제의 왜곡을 시정하려는 시너지 효과

적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과 사회주의 경제 의 단

점을 접목시켜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의 바

람직스럽지 못한 逆시너지 경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경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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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경제는 89년 하반기의 정치 사회가 어떻게 안정되느냐에 이어서 90년 상

반기 우리의 정치 사회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 할 것이냐에 따라서 急轉直下하느냐의 

기로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90년 상반기에 89년 상반기와 같이 정치 불안 사

회불안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우리 경제는 급변직하 악화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로 보여 진다.

4. 길은 있다.

그러면 방도는 없는 것일까. 얼마든지 방도는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

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자기 결정론의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솔직하게 인식,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일부 국민 특히 경제 정책 수립자와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인

식과 대응자세는 그렇지 못하여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첫째는 우리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 안정과 사회 안정이 선행되도록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 이 自重自愛하여 무엇이 대국적 측면에서 

국가 민족에 도움이 되는 길이냐를 깊이 성찰해서 희생과 협동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 노조지도자 그리고 기업가의 분발과 자성이 요망된다. 만일 90년 상반기

에 대혼란이 온다면 그들 자신의 설 땅이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는 우리 4천2백25만이 또다시 목표를 재정립, 국민의 합의를 얻어 和合 共同目

標를 향해서 재비축하는 슬기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합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역시 진리임에 비추어 4천2백25만이 뭉쳐 시너지효과를 최대로 발휘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모두 「너 때문이다」를 외치고 상대

방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두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때문이다」란 자

세를 갖는 自己責任 自己省察의 노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過消費亡國

지금 미국경제도 옛날만 못해서 여러 어려움이 보이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경

제에 대해서 그 요인을 대부분의 미국인 이 自國人이 아닌 外國人 때문으로 보고 있

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일부 양심적인 사람들은 미국경제가 어렵게 된 요인을 미국

인 자신 때문으로 보고 자기책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풍토를 반영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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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류신문에서는 네번의 사설에 걸쳐 다음 네가지 일을 시정하지 않으면 미국경

제의 번영은 어려울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민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한국 국민에 대한 경고 충고로 받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이야기로 느껴져 이의 음미

가 절실히 요망된다. 

첫째는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 여러 면에서 경쟁

력이 떨어져 수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우리 한국의 이야기로 느껴

진다. 우리 경제가 잘 안 되는 기본요인의 하나는 수출이 잘 안되는데서 오고 있는데 

우리 제품이 잘 수출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은 많이 오른 반면 품질의 향상은 별로 없

고 그것마저 공급차질에다가 거래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고 適期공급마저 되지 않는 

등 국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경쟁력 강화에 쏟아야 한다.

둘째는 저축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가 과소비, 사치소비로 흘러서 저

축이 되지 않아 투자재원 마련이 어렵고 소비 역시 불건전하다는 것이다. 국산품보다

도 못한 외국 수입품이 몇 배의 비싼 가격으로 없어서 못팔 정도로 날개 돋친 듯이 팔

려 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외화유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 더 나아

가서 우리 부모, 그러다보니 내 일자리 내 직장을 잃고 있다는 자기 묘지를 파고 있는 

愚를 서슴치 않고 범하고 있고서도 태연하게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 한심스러운 지경

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過消費亡國論이 나오게끔 되어 버렸다. 

올해 9개월 동안 89만 명이 19억불을 해외에서 흥청망청 헤픈 해외 관광을 한 것도 

지적되어야만 한다. 

셋째는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투자

를 하더라도 그것이 비생산적 불건전한 투자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도 제조기업의 사장을 하고 계십

니까」라는 자조 섞인 소리가 들리는 경제 풍토하에서 과연 건전한 투자활동이 전개될 

수 있느냐를 한 번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勞動天下之大本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 더

러운 일, 힘든 일, 사회적으로 스타일 구기는 일은 배고파 놀망정 하지 않겠다는 풍조

에다 노세노세 있는 것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뜯어 먹자는 근로관이 만연되어가고 있

다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놀면서 경제가 잘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번

영 로마제국의 멸망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역사적으로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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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90년 봄이 고비라고는 하지만 우리 4천 2백 25만이 열심히 일

을 해서 소비를 건전화하고 저축을 늘려 그것을 건전하게 투자를 해서 국내외에 걸친 

경쟁력만 높인다면 우리 경제는 걱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곁들여 그를 조성하는 풍토로서의 정치안정 사회 안정만 이루어진다면서 무엇이 걱

정이 되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선진국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으니만큼 모든 것이 우리 모

두가 하기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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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전의 교육활동
국제승공연합 중앙연수원으로 출발하여 국제산업경영연

구원을 거쳐 재단법인이 탄생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기록의 필요를 느껴 승공연수원 실적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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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승공연합 창립취지

공산주의는 독일에서 태어난 칼 마르크스에 의해 

1848년 그 이론이 정립됐다. 그리고 1917년 최초로 

러시아가 적화됐으며, 그 이후부터 우리 인류는 사상 

최악의 비극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다.

공산주의는 불길처럼 전세계에 확산됐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들의 자유세계에 대한 도전은 더욱 

거세어져서 불과 몇십년 사이에 세계 인류의 3분의 

1을 공산치하로 들어가게 했으며, 유토피아의 미명 

아래 1억 6천여만 명의 사람이 학살됐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거나 자기편에 유리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파업, 테러, 반란, 혁명, 전쟁 등의 소란

을 일으켜 그 세력 확대를 꾀하여 왔다. 

공산주의자와의 대결은 이제 세계 최대의 문제가 되

었다. 인류의 염원인 영원한 자유와 평화의 실현은 인

류가 공산주의를 막아 내느냐 못 막아 내느냐에 달렸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팽창하는 공산주의

를 막는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도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많은 국가들이 그 대책에 있어서 일

관성을 잃고 있다. 

그러면 자유진영의 이러한 정책의 빈곤 성과 취약성

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그것은 첫째 공산주의의 정체와 그 계략을 바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제압할 하나의 고차

적인 사상체계를 갖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산주의의 궁극의 목적은 종교를 말살함으로써 세계

를 정복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계

정복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종교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철저한 반종교 이념이며 일종의 무신론 

신앙이다. 그리고 인간을 한낱 진화된 고등동물로 보

고 있으며,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데 큰 오류가 있는 게 이다.

이러한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 조

국의 통일은 물론, 인류의 평화와 행복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악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온 세계가 불

안과 공포로 떨고 있을 때 전세계 자유민의 가슴 속에 

희망을 안겨준 한 분의 지도자가 바로 문선명 총재인 

것이다. 

문선명 총재께서는 일찍이 인류의 영원한 평화는 공

산주의의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으로서 찾아내

신 종교 원리를 공산주의 사상을 분석 비판하는데 적

용하시어 그의 극복과 대안으로서 승공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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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수원 연혁

을 펴셨으니, 이것이 곧 승공사상이요. 이러한 사상운

동단체로서 1968년 1월 13일 국제승공연합을 창립하

게 되었다.

본 연합은 그간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제도를 학술적으로 연구 비판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이상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승공의 이

념을 제시해 왔다. 또, 이를 전국민에게 계몽하여 철

저한 승공사상을 무장케 함으로써 조국 통일 성업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자유세계의 안보를 위한 자유인의 

단결을 호소하여 온 세계에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위

장성을 폭로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의 

세계 실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

 본 연합은 종래의 표어나 구호에 그친 감정적 반공활

동을 지양하고 실제 활동을 통한 승공활동으로써 개

방적인 젊은 지성까지도 이해시키는 이론비판 활동을 

전개하고, 공산주의자들도 사랑과 진리로 계도하여 

그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목적으로 본 연합 창립하게 

된 것이다.

1970. 6. 15 중앙연수원 준공(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 수택리 745)

1970. 6. 5 초대 최용석 원장 취임 

1970. 6. 14 경기도 승공요원 교육 

1971. 2. 23 전국 각 대학교 학생회장단 교육 

1971. 6. 28 제일동포 교육 

1971. 11. 4 경기도 승공요원 교육

1972. 2. 5 제2대 홍종복 원장 취임 

1972. 3. 22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교육. 

1972. 6. 21 일본 승공요원 교육 

1973. 2. 15 제3대 한인수 원장 취임 

1973. 3. 20 내무부 주최 전국 승공요원 교육 

1973. 5. 11 전국 대학생 승공이론 연수 교육 

1974. 3. 4 내무부 주최 전국승공 지도요원 교육 

1975. 3. 14 내무부 주최 전국승공 지도요원 교육 

1976. 3. 7 내무부 주최 전국승공 지도요원 교육 

1977. 4. 1 제4대 김도완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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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5. 5 치안문제연구소 주최 전국 멸공요원 교육 

1977. 10. 1 전국 금속노조 산하 간부단교육 

1977. 11. 1 사단법인 복지마을진흥회 회원교육 

1978. 2. 1 전국 반공청년회원 교육 

1978. 6. 1 제5대 정한채 원장 취임 

1978. 8. 9 일본 대학생 간부 승공이론 교육 

1978. 9. 1 경영관리자 승공이론 교육 

1978. 10. 16 전국 사법서사회원 교육 

1979. 2. 22 직장레크레이션 지도자 승공교육 

1979. 3. 6 지역사회 개발학교 노인대학 개설 

1979. 5. 1 제6대 설용수 원장 취임 

1979. 6. 1 운수종사자 연수교육 

1979. 9. 1 장호원 제2연수원 개원(설용수 원장 겸임)

1979. 10. 10 전국 시·군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교육 

1979. 10. 21 사법 공무원 승공이론 교육 

1980. 2. 16 전국청년지도자 승공이론 교육 

1980. 6. 1 장호원 제2연수원 제2대 서용원 원장 취임 

1980. 8. 7 대학생 승공교육 

1981. 2. 25 지역사회개발학교 주부대학 개설 

1981. 12. 26 서울특별시(초·중·고) 교사교육 

1982. 1. 7 전국 여성 승공회원 교육 

1982. 1. 10 중앙연수원·제2 연수원 합병

1982. 1. 14 제7대 황현수 원장 취임 

1982. 7. 12 전국 강사 요원 보충 승공이로 교육

1983. 5. 6 전국 지부장단 승공이론 교육 

1983. 6. 30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새마을 연수교육 

1984 1. 24 국제(72개 국) 승공청년 회원 연수교육 

1984. 4. 1 제8대 설용수 원장 취임 

1984 4. 10 서울시 운수종사자 새마을 연수교육 

1984. 4. 16 전국 간부 요원 승공이론 연수교육 

1985. 1. 17 승공지도자 이론 연수교육 

1985. 3. 5 개인택시 신규면허 자 새마을 연수교육 

1985. 3. 11 승공청년회장단 이론 연수 교육 

1985. 3. 28 승공 여성지도자 이론 연수 교육 

1985. 5. 27 대학생 승공이론 연수교육 

1985. 8. 24 (주)통일 간부사원 특별연수교육 

1985. 10. 21 (주)통일현장 감독자 연수교육 

1985. 10. 30 장호원 제2연수원 철수 

1985. 12, 2 용인중앙연수원 첫교육 실시 

1986. 5. 29 용인 중앙연수원 개원

1986. 6. 2 이북 5도 시·군지부장 승공연수교육 

1986. 11. 4 서울시 구·동지부 임원 승공이론교육 

1987. 2. 1 국제산업 경영연수원 개원 

1987. 10. 28 전직 국회의원 승공연수교육 

1987. 11. 11 경기도 경찰국 대공요원 연수교육 

1988, 1. 4 (주)통일 사원 연수교육 

1988. 2. 8 (주)금성사 사원 연수교육 

1988. 6. 29 경기도 경찰국 대공 요원 연수교육 

1988. 7. 4 개인택시 중형 신규자 연수교육 

1989. 5. 3 국제산업 경영연구원 개설

1989. 5. 5 전국 대학생교육. 

1989. 7. 10 린나이코리아(주) 근로정신 함양 교육 

1989. 11. 3 삼화전자(주)의식 정립 교육

1989. 12. 18 만도기계(주) 근로정신 함양 교육

1990. 2. 12 한국알프스(주) 사원 소양교육 

1990. 3. 8 한국산업보건협회 직원연수교육 

1990. 5. 28 전국 웅변인 협회 이론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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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역대 연수원장

제1대 원장

최 용 석

제4대 원장

김 도 완

제2대 원장

홍 종 복

제5대 원장

정 한 채

제8대 원장(현재)

설 용 수

제3대 원장

한 인 수

제6대 원장

설 용 수

제7대 원장

황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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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앙연수원 소개

중앙연수원은 국제승공연합의 중추적인 교육기관으로

서, 본 연합을 창설하신 문선명 총재의 뜻에 의해 1970

년 6월 15일 설립됐다.

문 총재는 일찍이 인류의 영원한 평화는 공산주의의 근

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원리(宗敎原理)

를 연구하는 한편 공산주의 사상(共産主義思想)을 분석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승공(勝共)에 관한 이론을 펴셨

으니, 이것이 승공사상이다. 

문 총재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을 중심하고 1968년 1월 

13일 본 연합을 창설하여, 전국민에게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제도를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이상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승공의 이념을 전국민에게 

계몽교육하기 위하여 국제승공연합의 교육기관으로 중

앙연수원을 세우게 된 것이다.

중앙연수원은 1970년 6월 15일,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

읍 수택리 745번지에 세워졌고, 초대원장에 최용석씨가 

취임했다. 당시의 명칭은 중앙수련소(中央修鍊所), 국제

승공연합이 창립된 지 2년 3개월 만에 세워진 것이다.

그보다 앞서 반공계몽단으로 활동하던 1965년 11월 10

일부터 승공계몽요원들은 시장의 빈터나 마을회관 군청

이나 경찰서 강당을 빌려서 강연회를 가졌다.

당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천 회의 승공강연회에 수백

중앙연수원창설하신 문선명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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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이 청강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자 반공계몽만

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승공지도자를 길러내

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문선명 총재의 지시로 수련소를 착공하게 된 것 

1970년 3월 9일, 날이 추워 공사를 중단한 1주일을 빼면 

꼭 한달만에 대지 2천 3백평(건평 416평)에 5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숙박시설, 그리고 240명이 한

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까지 완공하게 되었다. 

물론 공사는 인부를 사지 않고 전국의 승공요원들 3,587

명이 자원 봉사하여 24시간 계속 작업을 했고, 문선명 

총재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한 덕분에 작업은 마치 신들

린 것처럼 진척 돼 나갔다고 당시에 혼신의 정열을 바쳐 

일한 승공요원들이 증언하고 있다. 

드디어 1970년 6월 15일, 경기도 경찰국 간부들을 포함

한 5백여 명의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휘 국제

승공연합 사무총장(현 동연합 회장)의 사회로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기념식사에서 문선명 총재는 「40일이 걸린다는 매축 작

업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철야 작업으로 단 10일 만에 

끝났다고」 노고를 치하한 후, 「앞으로 이곳을 통해 많은 

승공지도자들이 배출돼 나라를 통일하고 세계를 살릴 것

이다」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2박 3일, 4박 5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승

공이론 연수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때 초대 원장에는 연

합 교육국장이었으며 5대 승공연합 회장을 지냈던 최용

석씨가 취임하여 강의하고 진두지휘하였으며 부원장에 

김도완씨, 교무과장에 이연훈씨가 취임하였다. 

1970년 11월에 가서는 몰려오는 교육생을 감당할 길이 

없어 B동이 증설되어 1,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대강

당이 마련되었다. 

또한 120만 여의도 구국세계대회 시 외국인의 숙소로 활

용되기도 했다. 그 이외에 크고 작은 집회가 수없이 

열려 명실 공히 본격적인 승공교육의 전당으로서 그 역

할을 다했다. 여기에 외국인 및 교포 교육생도 입소하게 

되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어 저명한 국가 인사들이 본 

연수원을 수없이 방문하였다.

교육은 경기도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결국 전국적 교육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전국 대학생 간부단이 입소하여 

대학생들에게도 승공이념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게 

되었고, 재일거류 민단을 입소시켜 승공이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입증하기도 했다.

최용석 수련소장은 이곳에서 많은 교육생을 배출한 뒤 

재일거류민단 교육을 위해 도일하고, 제2대 원장으로 홍

종보씨 하였다.

1973년 들어 남북대화 이후 반공사상 무장을 위한 국가적 

조치로 내무부가 주최가 되어 1년에 5천 명씩을 교육서 국

가 교육기관과 같은 입장으로 부각되었다. 연합 주강사로

는 홍종복, 한인수, 김도완, 황인태, 설용수씨가, 외부강

사로 해설위원 박석균, 중앙정보부 송영택, 김병문씨 치

아본부의 이기선씨, 귀순자인 공탁호씨도 출강했다. 

연수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제승공연합의 인사이동

이 있었다. 1973년 2월 15일 한인수씨가 제3대 원장에 

취임하여 봉직했고, 1977년 4월 1일 제4대 원장에 김도

완씨가 취임하여 봉직했고, 1978년 6월 1일 제5대 원

장에 정한채씨가 취임하여 연수원을 운영했다. 

1978년 7월 31일 그동안 일본 민단 승공교육을 마치고 돌

아온 최용석씨가 승공연합 이사장직에 취임하여 본격적

인 연합활동과 더불어 연수원 활동을 재정비 강화하였다. 

또한 문선명 총재의 재정적 뒷받침으로 전국 시군지부자

문위원 교육 및 청년대학생 교육 등으로 새로운 가치

관과 안보의식 고취에 앞장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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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원장으로 시무해 온 김도완씨는 연합본부로 전

보되고, 후임으로 1979년 5월 1일 설용수씨가 6대 원장

으로 취임하여 70년대를 마무리짓는 교육에 앞장서게 

되었다.

특히 10.26사태 이후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는 결정적 역

할을 하게 되었다. 1979년 말부터는 수택리 중앙연수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생을 수용할 수 없어 이천 장호원의 

80만평 대지 위에 건평 1천평의 교육장을 개설하였다. 

대강당(200석), 소강당 2개(100석), 침실(280명 수용), 

별관(100석), 식당(350석), 별관(500석), 분과토의실(8

실), 교무실(2), 방송실, 의무실, 강사실(2), 시청각실(1), 

휴게실, 기타 실내체육관, 배구장, 축구장, 산악훈련장

을 겸비한 초현대식 교육장을 개설하여, 양쪽 연수원은 

승공 사상 교육의 전당으로서 끊임없이 교육생을 배출

하였다. 

1980년 6월 1일, 제2연수원장에 서용원씨가 취임하여 

제2연수원을 운영하였다. 

80년대 초에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전국민 사상 무장

을 위해 자문위원 교육, 서울특별시 초·중·고 교사 승

공교육, 대공요원 교육, 대학생 승공교육을 쉴 사이 없

이 진행해 오다가, 1982년 1월 10일 중앙연수원과 이천 

제2연수원은 합병 되었다. 

1982년 1월 14일 제7대 연수원장에 황현수씨가 취임하

여 시무했고, 1984년 4월 1일 제8대 연수원장으로 설용

수씨가 재취임하여 이 나라의 승공지도자를 교육하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1985년 10월 30일 이천 제2연

수원을 철수하고,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89-3에 

중앙연수원을 개설하였다.

문선명 총재의 특별 배려로 1985년 7월에 착공하여 

1986년 5월 29일 개관된 동 연수원은 강의실로는 대강

당(400석), 중강당(200석) 3개, 소강당(60석) 2개를 갖

추었고, 교육시설로는 교수실 1실, 연구실 1실, 교환실 1

실, 진행실 4실, 방송실, 도서실, 생활관으로는 일반숙

소(500명 수용), VIP 숙소(72명)를 갖추었다. 기타 식당

(400명 동시 사용), 배구장, 목욕실, 테니스장, 탁구장, 

산행 훈련장, 주차장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의 교육장이다.

한편 본 연수원에서는 1987년 2월 1일 현대 산업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산업 발전이 국가발전과 안보의 초석

임을 인식하고 노사 협동교육과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

한 연구와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으로 “국제 산

업경영연구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산업사회에 있어 경제 민주화 열풍에 따른 노사,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 급박하게 다

가올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산업

역군들의 이념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1987년 개원 이래 금성계열사를 비롯 삼

성, 아남 산업 등 300여개 업체 35,000명이라는 교육생

을 배출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다. 

1970년 개원 이래 국민정신교육과 이념교육 및 산업교

육의 요람이 되어온 본 연수원은 1990년 2월 말까지 20

여년 동안 현재 875,854명이라는 엄청난 교육생을 배

출, 이 나라 안보 교육과 산업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다

해 왔다. 

그러면 연수원의 교육실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본다. 

이 교육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승

공교육과 산업 경영교육으로 대별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승공교육으로 제1기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교

육실적과 내용을, 제2기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교육

실적과 내용을 실었다.

둘째는 산업경영교육을 초창기(1987년)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의 과정과 교육내용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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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승공교육  
제1기(1970~1979년)

1) 중앙연수원 준공식 (1970년 4월 16일)

전국민에게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제도를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이상실현을 위한 승공

사상을 전국민에게 계몽교육하기 위해 1970년 4월 16

일 역사적인 중앙연수원이 준공되었다 (당시는 수련

소라 칭함).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 수택리(현재는 구리시 수택

동) 505번지에 대지 2300평, 건평 416평의 현대식 건

물로 건립되었는데 당시로서는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소요되었다. 

착공 이래 승공연합 간부 및 회원들이 헌신적인 노력

으로 24시 간 쉴틈 없이 공사를 진행해, 만 30일 만에 

본 연수원이 완공되었다.

이날 오후 6시 중앙연수원 준공식에는 김인철 본 연

합이사장을 비롯 내외귀빈 및 연수원 관계자, 전국의 

승공연합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준공식이 있었다.

준공식 이후 본 연수원은 경기도 경찰국과 긴밀한 유

대를 맺고 승공요원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2)   중앙연수원 개원식 겸 경기도 경찰국 승공요원 

교육 (1970년 6월 15일)

본 연수원은 1970년 6월 15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

졌다. 승공, 연수원으로는 한국에서 최대의 규모와 시

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승공통일을 위한 승공사상 교

육의 전당으로서 그 후 많은 승공지도 요원을 배출하

게 되었다. 특히 본 연수원에서는 제1차 교육계획으

로 “경기도 경찰국 승공요원 수련회”를 실시 15회로 

나누어 3천 3백여 명을 교육할 목적이었다. 

본 연수원 개원식이자 경기도 경찰국 승공요원 제1기 

수련히 개회식이기도 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내의 

각 경찰서장 및 그 수,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참석한 

내빈들과 승공연합회원, 교육 생 등 5백여 명의 인사

들이 대강당에 모인 가운데 경기도 경찰국 조여진 경

감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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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은 국민의례, 식사, 치사(致謝), 격려사, 축사, 연

수원장 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최정환 경기도 경찰국장은 식사를 통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화의 세계를 유

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각자 맡은 바의 임무를 충실히 

하자”고 말하면서 “조국통일은 국민각자가 승공의 자

세를 확립하는데서 이룩될 수 있다”며 승공 자세 확립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인철 본 연합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무

엇보다도 승공사상으로 단결하여 적과 싸워나가는 것

만이 남북을 통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전제한 

다음 항상 투철한 승공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

조했다.

연수원 개원과 더불어 시작된 경기도 경찰국 승공요

원 교육은 매주 계속적인 입소와 퇴소를 거듭 반복하

면서 실시되었는데 교육생은 경기도내의 각 리·동에

서 중·고등교육을 필한 모범 청년 1명씩을 선발 매

주 마다 평균 200여 명을 입소시켜 철저한 승공사상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경찰국에서는 1차적으로 3천 3백여 명의 요원

들을 선발, 교육을 위탁해 왔는데 3박 4일간 34시간

의 강의를 경청한 교육생들은 승공사상을 재정립하

고, 강사들의 정열적인 강의내용과 연수원 규모, 교육

과정 및 운영질서에 크게 감명 받고 더욱 사명감에 불

타 승공대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당시의 강의는 주로 본 연합에서 승공문제를 연구한 

사회의 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었는데 자체 내

의 강사진은 최용석 연수원장, 안창성 사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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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수 본 연합총무국장, 유종영 선전국장, 이상헌 조

사국장, 홍종복 청소년국장, 김경원 교육과장, 설용

수 강사 등이었다.

3) 내무부장관·치안국장 연수원 방문 

3천여 명의 경기도 경찰국 승공요원을 교육하여 배

출하고 경기도내의 모범 청년들을 중심으로 승공사

상을 무장시키는 중앙연수원에 정부의 중요인사가 

방문했다.

박경원 내무부장관과 정상천 치안국장은 최정환 경기

도 경찰국장과 고지룡 정보과장을 대동하고 중앙연수

원을 방문, 경기도 경찰국 승공요원 교육의 현황을 파

악한 후, 모든 시설을 둘러보았다.

박경원 내무부장관은 최용석 중앙연수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현재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

기에 승공사상으로 젊은이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치하하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승공사상 

운동이 앞으로 범국민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이날 본 연합 간부 중에는 한인수 총무국장과 최용석 

중앙연수 원장, 그리고 김도완 연수원 부원장이 자리

를 같이했다.

4) 8개국 승공요원 수련회(1970년 10월 10일~23일)

본 연수원에서는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간에 

걸쳐 '외국인 승공수련회'가 개최되었다. 

同수련회는 8개국(미국·일본·자유중국·서독·프

랑스·이태리·네덜란드·오스트리아)에서 온 533명

의 승공요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자유진영의 각국 승공요원에

서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승공원리

를 주입시키고 한국의 통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

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동 수련회는 국가와 

민족 및 인종을 초월한 대가족 주의적 차원에서 베풀

어졌다.

본 수련생들은 한국에서 창립된 ‘국제승공연합'을 

통하여 그동안 승공이념을 연구, 선포하여 온 젊

은이들로서 대부분 한국을 승공의 조국으로 알고 

있다.

본 수련회의 강의는 본 연합 강사진이 주로 담당

했으며, 특히 강대진씨(前 북괴군 정보장교 대좌)

의 강의를 통하여 생생한 북한의 잔학상을 듣기도 

했다. 

동 수련회의 마지막 날에는 야유회와 화동회를 통하

여 각국 승공요원들의 심정적 단결과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끝마쳤는데, 이번 교육에서 외국인 승공요원 

중 절반가량의 여성 승공요원들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승공이념을 연구한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교육담당자

들은 말했다.

본 연수원을 방문한 박경원 내무부장관(왼쪽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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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승공수련
      (1970년 11월 24일)

지난 11월 24일부터 경기도내의 향토예비군 간부(소

대장급 이상 간부) 승공수련회가 시작되었다. 

12월 12일까지 18일간에 걸쳐 향토예비군 간부들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열게 되었는데, 본 수련생들은 매

일 10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대간첩작전을 담당하는 

향토예비군을 교육·지휘·통솔하는 지휘관들에게 

승공교육으로 철저한 사상무장을 시켰던 강사들의 명

단과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한인수 총무국장(자본론) 

•안창성 사상연구원장(유물사관) 

•최용석 교육국장(변증법적 유물론) 

•김봉기 경기도 단장(대공전략) 

•김경원 교육과장(북한의 남침기도·승공의 길) 

•경기도 경찰국(간첩침투실화·간첩식별 및 신고요령) 

•경기도 공보실(한국경제)

•설용수 강사(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통해서 본 북한 실정)

6) 경기도 경찰관 승공교육 (1971년 1월 15일~19일) 

본 연수원에서는 1971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2백 70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공교육을 개최

하여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전문적

인 승공이념을 무장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경기도내의 각 지서에서 선발되어 온 경찰관들은 체

계적인 강의를 통하여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성과 비

현실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공산주의를 극복

할 수 있는 이념으로 무장했다. 이 기간에 강의한 강

사진들의 명단과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도완 교육과장(승공의 길) 

•남상집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한국경제) 

국제승공연합지부가 설립된 각국의 청년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승공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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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복 중앙연수원장(변증법적 유물론)

•설용수 강사(북한실정) 

•한인수 총무국장(자본론)

•강성찬 경기도 경찰국 대공주임(간첩식별 요령)

•안창성 사상연구원장(유물사관) 

•이풍직 경기도 경찰국 분실 주임(간첩실화)

7) 일본 승공요원 교육 (1971년 1월 30일~2월 9일)

본 연수원에서는 지난 1971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

까지 11일 간에 걸쳐 일본인 승공요원 교육을 개최

했다. 

그동안 일본에서 승공 활동을 해온 일본 승공요원들

에게 새로운 승공이념을 전수하고, 한일 간 승공요

원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아시아에 침

식하는 공산주의를 분쇄하기 위해 일본 의 마쓰야마

(松山先造)씨가 남자 124명, 여자 176명을 인솔하고 

내한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밤 12시 취침에 들기까지 식사

시간과 잠깐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계속되는 고달픈 

교육일정이었으나 모두들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일

본인 승공요원교육은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의 모순

을 학술적 체계를 갖추어 연구,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교육의 강의는 주로 김영휘 사무총장과 안창성 사

상연구원 장이 담당했으며, 외부강사로서 특강을 담

당한 강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윤혁(동국대학교 법정 대학교수) 

•남도영(동국대학교 학생처장) 

•황병준(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이방석(건국대학교 학생처장) 

•곽종원(건국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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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옥환(카톨릭의대 비교종교학 교수) 

•이창열(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박덕배(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수) 

•이해영(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 

•민석홍(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장) 

•송민호(고려대학교 국문학 교수)

일본의 교육생들은 11일 동안의 승공교육과 관광 및 

견학도 즐겼는데 중앙연수원에서 승공이념 교육을 받

은 후 한반도 분단의 현장인 3.8선 부근의 모부대를 

방문하고 위문품도 전했다.

8) 건국대생 학생간부 승공교육 (1971년 2월 23일~25일)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단 및 각 서클 대표(신문사·

방송국원 포 함) 90명은 3명의 지도교수와 함께 중앙

연수원에서 승공교육을 받았다.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승공교육은 

주로 공산주의의 이론비판에 중점을 두었다. 

23일 낮 12시부터 시작된 입소식에서 홍종복 중앙연

수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공산주의의 음모와 비인

간적인 침략행위를 실감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 특히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을 연구하여 그 비

판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승공이념을 무장하여 승공통일전선에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부길(법정대 학생회장) 학생대표는 “이와 같

은 자리를 만들어 공산주의 극복의 대안을 연구할 수 

있게 하여준 국제 승공연합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생 대표들은 수련회를 통하여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교육

의 늦은 감을 아쉬워했다. 

또한 이론의 모순에 대해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한 논리

적 강의는 과거의 반공교육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 것

으로 승공이념을 중요시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 참

된 산교육을 대학가에 확대 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폐회식은 김인철 이사장의 치사와 홍종복 중앙

연수원장의 인사, 그리고 김선림 총학생회장의 인사

로 끝났는데 금번 교육의 일정과 강사들의 명단은 다

음과 같다.

•  23일 오후 2시(4시간)=최용석 교육국장(변증법적 

유물론)

    9시 (2시간)=반공 영화상영 

•24일 오전 9시(4시간)=한인수 총무국장(자본론 비판)

   오후 2시(1시간)=곽종원 건국대 학교총장 특강

    3시(3시간)=토론회(간부들의 정신적 자세) 

    7시(2시간)=안창성 사상연구원장(공산주의와 민주주의)

•  25일 오전 9시(4시간)=안창성(유물사관)

   오후 2시(1시간)=설용수 강사(한민족의 사명)

이 교육이 끝난 후 소감문을 적어낸 건국대학생 간부 

중 李모학생이 쓴 소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 제일 재미있고 제일 기묘한 

부분은 막스주의였다는 것은 인정하는 사실이다. 생

각하면 할수록 그 사상에 흥미를 느꼈고 그것에 비례

하여 주위의 빈민층을 대할 때 굶주림에서 허덕이는 

그 어떤 생활보다도 공산(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분

배한다)주의 생활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에 주위의 접근자들에겐 사회를 개혁해야 하는 길이 

한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생각이라 강조했다.

나의 그러한 생각이 단 몇 시간의 이론과 강의에서 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설립 이전의 교육활동    295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언이설에 속아 방황했었다는 것을 느꼈고 이젠 잘못

된 생각이라고 단정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하여 묻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바른 답보다 더 싸늘한 눈초리로 바라다보시

는 선생님들에게 반항의 의식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현재의 문교정책인 것 같다.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

리어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몇시간의 강의에서 이

렇게도 후련히 알 수 있었을 것을…우린 분명히 안다.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에 대해선. 그러나 그것이 무

조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왜 나쁜가 하는 핵심

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명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이번 짧은 시간에 난 알았다.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는 이번에 나아가서 총장님, 그

리고 문교부 장관, 대통령 각하께도 상신해 보겠다. 

또한 나의 주위로부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을 

진실로 납득시키겠다.”

9) 충북 승공요원 교육 (1971년 3월 3일~7일)

1971년 3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1회 충

북 승공요원 교육을 개최했다. 

충청북도 경찰국과 도내의 각 경찰서에서 선발된 500

명이 군단 위별로 상경하여, 오후 5시 본 연수원의 교

육과장의 사회로 입소식이 거행되었다. 

충북 승공요원들의 보다 효과적인 승공활동을 펼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본 교육의 

개회식에서 홍종복 연수원장은 격려사에서 「우리의 

남북통일은 외세에 의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

의 간절한 염원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가능한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 교육을 추진한 송근식 충북도단장은 많은 어려움

을 무릅쓰고 연수원에 입소한 수련생들의 의기를 치

하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승공활동을 보이

자」고 말했다. 충북의 각 군단위별 교육생들을 인솔한 

군단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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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학(청원군 단장) 

•박종욱(진천군 단장) 

•김기성(음성군 단장)

•유학규(제천군 단장)

•진수철(단양군 단장) 

•이호진(괴산군 단장) 

•조경학(증평군 단장)

•홍주식(보은군 단장)

•장민형(영동군 단장) 

•이대복(옥천군 단장) 

•박종구(강사)

이렇듯 충북의 지방 승공요원을 중앙에 인솔하기까지

에는 이미 3일간씩 3천여명을 현지에서 교육해, 그들

이 향리에 돌아가 활동한 노고가 숨어 있었다.

10) 일본 대학생 승공교육 (1971년 3월 18일~24일)

일본 국제승공연합 고미야마 단장의 인솔로 한국에 

온 일본 대학생 승공요원 1백 20명이 본 연수원에서 

「공산주의 이론 비판 및 그 대안」에 대한 승공교육을 

받았다. 

1971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승공교육

을 받은 일본 대학생들은 새로운 승공통일 원리를 한

국에서 직접 공부하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앞

으로 세계적 승공활동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

짐했다. 

승공교육의 강의는 본 국제승공연합 간부 중 김영휘, 

안창성, 유광렬씨가 담당했으며 외부에서는 최창규

(서울대) 교수와 고병익 박사(서울대 문리대 학장)가 

강의했다. 

일주일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일본대학생들은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 서울의 

주요대학과 청주, 전주의 몇몇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

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한국의 대학생들과 세미나 좌

담회 등을 열어 이해성 있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기도 

했다. 

특히 일본대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열린 「한일대학생 

세미나에서 한·일 양국은 새로운 승공사상으로 무장

하여 자유아시아 제국의 단결을 촉진, 공산주의를 극

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미나」와 「좌담회」에서 함께 어울린 한국 대학생들

은 그동안 만성화되어 있는 자세에서 일본승공요원들

의 적극적인 승공자세에 충격을 받고 새로운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원시 하여온 대일감

정을 없애고 승공을 중심으로 가장 절친한 자유우방

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일본 승공요원들의 

한국 방문은 좋은 반응과 효과를 가져 왔다.

11) 동국대 학생간부단 교육 (1971년 3월 18일~20일)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단 78명(교수 8명 포함)이 

1971년 3월 18일 승공사상 교육의 전당인 본 연수원에 

입소하여 3일간에 걸쳐 승공이념 교육을 받았다. 

이 승공교육기간 중 전술한 바와 같이 마침 일본대학

생들이 승공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입소하게 되어 한·

일 대학생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교육기

간 중 「한·일 대학생 승공세미나」와 「아시아 안보문제 

심포지움」을 통해서는 양국 대학생들의 인생관과 세계

관을 보다 폭넓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교육 첫날의 개회식에서 홍종복 연수원장은 「이 민족

의 등불이 되어 이 겨레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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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여 복지사회를 이룩해야할 

대학생 간부들이 승공이념을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첫날 교육에는 문원양 해외 과장의 「국가와 혁명론 비

판」과 이연훈 교무과장의 「연수원 브리핑」, 「우리는 왜 

승공운동을 하는가」란 영화상영이 있었다. 

3월 19일에는 안창성 사상연구원장의 「유물사관 비

판」과 한인수 총무국장의 「자본론 비판」 강의가 있었

고 이후 「WACA대회」 영화상영이 있었다. 이날 강의

가 끝난 후 박주용(동국대 정외과 4년)군의 사회로 

「한·일대학생 아시아문제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심포지움에서 「아시아」의 진로는 한·일 대학생의 

결속으로 희망적인 국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요

지의 동국대 학생처장의 인사가 있은 후 「고미야마」 

일본 대학생 인솔단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 인사를 통

해 「고미야마」 단장은 한국의 승공이념이 일본을 새롭

게 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대학생 엘리트들의 승공

에 대한 참된 이해와 참여 정신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대학생들의 공동보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심포지움은 맨 먼저 한국 측의 이동춘(무역학과 3

년)군의 「아시아의 안보와 한국의 입장」이란 주제발표

가 있었고 이어 일본 측 주제발표로 「와세다」 대학생

의 「아시아의 안보와 공산주의자들의 책략」이란 논문

이 발표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2시간여 동안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

었으며 모두들 공감대를 형성 찬동의 뜻을 박수갈채

로 표했다. 양국의 대학생들은 눈물로서 뜨거운 감명

을 나타냈다. 본 심포지움이 끝난 후에는 박공서 본 

연합 문화과장의 사회로 「일본대학생 환영의 밤」 행사

를 열고 양국 대학생들 간의 유대를 공공히하여 심정

적 일치화를 두텁게 하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여성승공지도요원들이 중앙연수원에서 여성승공교육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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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성 승공지도자 교육 (1971년 4월 29일)

본 연수원에서는 일찍이 인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사명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지방에서 여

러 활동을 펴오던 전국 각지의 8백 31명의 여성들이 

1971년 4월 29일 중앙연수원에 입소하여 승공교육을 

받았다. 

민족의 미래를 위한 여성의 사명이 막중함을 느낀 이

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능력을 기르기 위해 자청

하여 입소한 것이다. 

여성승공지도자 교육의 강의는 최용석 본 연합 교

육국장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본 인간의 가

치」, 김도완 강사의 「승공의 길」, 한인수 총무국장

의 「자본론」, 안창성 사상연구원장의 유물 사관 등

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분노」라는 제목의 반공 영화 상

영이 많은 감명을 주기도 했다.

13) 충북대 학생간부단 승공교육 (1971년 6월 4일~6일)

충북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과 대의원 등 학생회 

간부 54명이 배대식 교수의 인솔 하에 6월 4일 상경 

2박 3일의 교육을 받았다.

두번째로 실시되었던 “충북대 학생간부단 승공교육”

은 북한실정(설용수 본 연수원 강사), 자본론비판(한

인수 총무국장), 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및 대안(문원

양 교육과장), 유물사관 비판 및 대안(안창성 사상연

구원장) 등의 강의가 준비되었다.

4월 6일 폐회식에서 김인철 이사장은 「최근 대학생들

이 승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승공이념 전파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4) 재일교포 승공교육 (1971년 6월 28일~7월 5일)

1971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8일 동안 중앙연수

재일교포 승공원리 수련회에 참석한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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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열린 ‘재일교포 승공원리수련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뚜렷한 국가관이나 목적의식이 희박한 교포들

에게 새로운 ‘승공이념’을 심어 주었으며 본 수련회가 

끝난 후, 일선 방문과 울산공업단지 시찰 및 경주관광 

등의 스케줄을 통하여 발전하는 한국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조국애와 자부심을 갖도록 한 것은 이번 수

련회의 큰 성과라고 하겠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익힌 승공사상은 60만 재일교

포를 비롯하여 전 일본국민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 

28일 대한항공기편으로 서울에 온 111명의 재일교포 

2세들은 중앙연수원으로 직행, 교육에 임했다. 

동 교육은 국제승공연합과 민단 近幾協會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일한국대사관과 재일한국 공보관 및 민

주중앙본부가 후원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수련회 개회식은 애국가에 이어, 김용우 재일교

포 인솔단장의 경과보고와 중앙연수원장을 대리한 한

인수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응준 반공연맹 

이사장의 축사와 김인철 국제승공 연합 이사장의 격

려사가 있었다. 

개회식 후, 오전 10시부터 승공교육 전반에 걸친 브리

핑이 있은 다음, 오후 1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강사명단과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6월 29일 이상헌(상임고문)=자본론비판 

•30일 안창성(사상연구원장)=유물사관비판

   조육택(귀순용사)=귀순자 보고

•7월 1일 이상헌(상임고문)=변증법적 유물론

   이기선(치안국정보과)=북괴와 조총련계의 대남공장

   강대진(귀순용사)=귀순자보고

•2일 김영휘(고문)=승공의 원리

   안창성(사상연구원장)=민주주의와 공산주의

•3일 황원진(조직국장)=승공의 원리

   이요한(고문)=승공의 원리

   김찬삼(강사)=세계 속의 한국

•4일 안창성(사상연구원장)=아시아 안보문제

본 강의 외에도 중앙연수원 훈련과장의 훈련 및 한국

의 문제에 관한 영화 상영과 좌담회, 음악교육 등이 

있었다. 특히 이날의 좌담회는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

의 품에 안긴 강대진씨의 귀순자 보고에 깊은 감명을 

받은 수련생들의 특별한 간청에 의하여 베풀어 졌다. 

양윤영씨(前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음악교육은 ‘조

국의 찬가’를 비롯한 여러 곡으로 조국애를 불러일으

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모국을 방문하여 승공교육을 마친 재일교포들은 6일 

오전 10시 3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일선 방문에 나섰

다. 낮 12시 30분 ○○사단 사령부에 도착한 교포들

은 환영하는 군악대의 주악을 들으면서 전방부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포병사령관의 환영사와 기념촬영, 그리고 점심식사 

후 다시 ○○부대를 방문, 155미리 곡사포 시범을 보

고 6·25 당시 참전한 영국군 1개 대대가 희생한 솔

마리 전투지에 들러서 참배하였다.

영국군 글로스타사 연대 제1대대 기념비 앞에서 참배

한 재일 교포들은 일본에서는 생각해 보지 못한 감회

를 말하기도 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

쳤는데, 조국을 망각한 채 안일한 생활을 한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교포도 있었다. 일선부대방문 외에도 울

산공업 단지 및 경주 불국사 등 조국의 발전상 과 문

화유적지를 돌아봄으로써 조국의 면모를 새롭게 인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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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본 현(縣) 단장 교육 (1971년 8월 10일~23일)

일본 승공연합 현 단장급 간부 75명이 1971년 8월 10

일 橫井勉 단장의 인솔로 내한, 2주일간 교육을 받았

다. 이들은 일본에서 공산주의자와 대결하고 있는 승

공활동의 주요멤버들로서 일본 국제승공연합의 핵심

간부들이다. 강의는 이상헌 부이사장(변증법적 유물

론·자본론 비판), 안창성 사상연구원장(유물사관 비

판) 등이 맡았다.

16) 전국 승공강사요원 교육 (1971년 10월 11일~24일)

공산주의를 분쇄할 수 있는 힘, 이 땅 위에 자유와 평

화로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엮어내기 

위한 새로운 승공사상을 무장케 하는 제1회 전국승공

강사 교육이 10월 11일부터 2주일간 본 연수원에서 

실시됐다. 

전국의 도단장과 부단장 및 도단 사무국장, 그리고 본 

연합본 부과장들이 모인 가운데 승공강사요원 교육이 

시작되었다. 

김우정 본부 총무과장의 사회로 시작된 강사요원 교

육의 개회식에서 김인철 본 연합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주체적인 입장에 서서 

정세변화를 승공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는 이상헌 부이사장에 의한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자본론」

을 비판, 극복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들어

갔다. 

강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과 오

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계속하여 하루에 7시간

의 강의를 듣고 이외의 시간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

다. 강의는 공산주의의 전반적인 이론비판 교육이었

으며 질의문답과 함께 강의 실습도 병행했다. 이 자

리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전국의 국제승공연합 강사로 

양성할 승공지도자들로서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공산주의 전반의 이론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 비판의 

방법과 그에 대한 극복의 대안을 연구 검토하고 이념

의 통일성을 갖는 노력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따라서 각 강사들 특유의 연구 분야를 발표하고 강평

을 듣게 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고침으로써 유능한 강

사로서의 소양을 쌓았다. 

19일과 20일에는 보충 강의가 있었고 21일과 22일 양

일간에는 윤원구(공산주의 이론 전문가), 박동운(한국

일보 논설위원), 전석인(경찰 전문학교 정보학과장) 

씨의 특강이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강사 요원들의 종합평가를 위한 시험

기간이 있었고 이후에는 전국 승공활동 전반에 걸친 

회의가 진행되었다.

17) 한국의 저명 문인 연수원 방문 (1971년 11월 20일) 

김동리씨를 위시하여 한국의 몇몇 이름 있는 문인들

이 본 연수원을 방문하여 승공교육중인 1백 명의 일

본인 대학생들과 함께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연수원을 방문한 13명의 문인들은 한인수 총무국

장의 국제 승공연합의 브리핑, 그리고 대학생 승공사

상연구회 지도고문으로부터 대학생들의 승공운동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일본인 대 학생들과 대담의 시

간을 가졌다. 

이날 문인들이 인사를 통하여 각각 의사를 표명했는

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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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인협회 이사장, 소설가) 씨는 북괴의 문화 무

자비하게 처단했다고 지적하고 반공주의 문학은 한국

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주현(소설가) 씨는 「조선총독부」라는 소설이 

일본 외교인들의 교과서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한

국은 「미시마」(三鳥)와 같은 작가의 출현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병화(경희대 교수, 시인)씨는 말하기를 「일본은 공

산주의의 만행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서 6.25 당시 서울생활을 이야기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동물 이하의 무리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동주(한국문인협회 이사, 시인) 씨는 「한국

인이나 일본인은 다함께 자국을 사랑하고 보다 전체

를 위해서 사랑(희생)하는 것이 승공이다」고 말하면서 

승공문학이란 공산주의 문학보다도 훌륭하고 보다 우

수한 작품을 창조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수차에 걸친 외국여행에서 일본을 방문하였다가 일본

의 승공요원들이 가두방송을 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

는데 장본인들을 직접 만나게 되니 반갑다고 말한 정

을병(소설가) 씨에 이어 말한 박현서(대한일보 부녀부

장) 씨는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마다 박사들을 만나서 

대답했는데 그 정신내용이 한국보다 나은 것을 발견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예용해(한국일보 논설위원) 씨는 일본의 문화는 한국

의 문화가 가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송(소설가) 씨는 지금 반공문학이 시급히 요청된다

고 역설하며 과거의 친구였던 한설야 씨가 북한에서 

처단을 당한 비참한 말로를 이야기 했다. 

이날 밤 한국의 저명 문인들을 에워싼 일본학생들은 

「우리의 소원」, 「애국가」, 「아리랑」 등의 노래를 불러 

문인들을 감동케하므로서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날 장영창 승공보 편집국장의 알선으로 참석한 문

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동리, 유주현, 김송, 조병화, 박현서, 예용해, 이동

주, 김영복, 정을병, 김세종, 정대용, 손장순, 황명숙 

씨 등이다. 

이중 이동주 시인의 연수원 방문소감을 실어보면 다

음과 같다.

“세계정세는 어디로 가거나 우리들은 승공으로   

  뭉쳐야”

                                                      이동주 시인 

등하불명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이란 자기의 가장 가

까운 주변의 일에 무식하고 등한할 경우가 있다. 서울 

중심지에서 버스로 불과 40분 거리에 있는 연수원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 물론 그

곳이 무엇하는 곳인지 알턱이 없었다. 장 국장은 시인

이요, 또 오랫동안 언론계의 중견으로 활약해 왔기 때

문에 문단과 학계 그리고 언론계 인사와의 지면의 폭

이 넓은 분이었다. 

김동리 문협이사장을 비롯하여 우리 일행이 주간 종

교사 사무실에 집결된 것이 오후 3시였다. 장 국장의 

안내로 연수원을 도착한 것이 그럭저럭 4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15분 쯤 더 가야 

되는 양주 땅에 자리 잡은 곳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우선 나는 그 규모에 놀랐다. 정부기관이 아니로 민간 

반공단체의 시설로서 이만큼 크고, 또 그 내부를 알차

게 꾸며둔 사실에 대해, 놀라고 있었다. 

나는 이 승공사상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그 움직임에 



30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압도되고 말았다. 더구나 기이한 것은 이 연수원의 입

구에서부터 그 내부 분위기가 종교이념의 사상계몽이

나 교화 작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철저한 승공의 기치

를 들었다는데 있다. 얼핏 생각하기엔 이 중앙연수원

에서 교리의 선전이나 전도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인

에게 인식된 상식인데도 이곳은 완전히 그 상식을 깨

뜨리고 승공사상으로 무장된 국민계몽의 선도에 나서

고 있었다.

약 1시간에 걸친 브리핑이 거의 이점에 중점을 두었

었다. 그런데 견학의 막바지에 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

를 결론 삼아 밝혔다. 

즉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평화는 승공으로만이 이

룩되는 것이고 승공 없이는 종교나 국가나 더 나아가 

평화가 없다는 결론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이곳

에서는 반공이란 어휘를 낡은 것으로 보고, 승공에 역

점을 두고 있다. 어리석은 중생의 제도나 영혼의 구제

도 종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나 사회에만이 가능하

지 않느냐? 하는 반문을 듣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

고 납득이 가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연수원의 임무는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실적 문제를 자청해서 밀고 나선 평화

와 자유사상을 다지는 도장이다. 그리고 이 연수원에

는 우리 국내의 사상계몽만을 담당한게 아니라 매월 

외국인의 교육생이 수십명씩 혹은 수백명씩 입소한다

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갔을 때는 마침 일본

인 100명이 교육생으로 있었다. 모두가 대학을 나와 

일본의 각 지방에서 승공활동을 하고 있는 건실한 중

견에다 현재 학업도중에 있는 대학생들이었다. 

승공이념으로 맺어진 우정이라 그런지 우리들을 맞

는 그들의 언어 동작이 매우 우호에 넘친 데다 성실하

고 진지해 보였다. 돌려가며 한마디씩 이야기를 했는

데 그들은 순진한 동안의 눈빛으로 하나하나를 빼놓

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내 차례가 왔기에 나도 승공

에 대한 내 나름의 신념이랄까 의견을 피력했다. 

나는 승공을,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이긴다는 풀이 외

에 나을 승자로 풀이한다는 점을 말했다. 정치·경

제·문화 모든 면에서 그들 보다 한걸음 나아간 우리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분야 에서 노력

해야 된다는 요지였다. 

이길 승(勝)자의 경우는 무력적인 인상을 주지만 나을 

승(勝)의 경우는 문화적인 의의가 있다는 뜻에서였다. 

문화적인 방법은 이상론이고, 무력적인 방법은 현실

적인 방법이다. 

사태가 다급 할 때 이상론을 펴는 건 그야말로 상아탑

적 이론으로 기울기 쉽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가 딛고 

있는 현실과 먼 안목을 갖는 이상과 복수로 부합이 되

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당신들의 승

공의 길은 당신들의 모국을 가장 사랑하는데 있고, 우

리는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데 있으며, 이 두 입장

을 선명히 하고 이해하는데 서로의 우정도 영원히 길

어질 것이라는 요지였다. 

그들은 완전히 공감된 박수로서 응했다.

나는 2월에 월남에 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감격한 

일이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우리 군대

가 국외에 영광되게 머물러 본 일이 있는가? 싶어 어

깨를 폈던 그 감격을 아직도 식히지 않고 있다. 그런

데 연수원의 방문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감격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민 거의가 긍지를 갖지 못하고 

후진국이란 스스로의 격하된 위축감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인데, 외국인을 우리 국내에서 사상교화를 시켜 

인류봉사의 일꾼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 한 가지 사

실만 가지고서도 연수원에 대해 고마움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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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통해 승공이란 가치 아래 착한 이웃이 되고 굳

은 전우로서 뭉치게 하는 그 능력과 권위와 규모에 감

탄에 앞서 완전히 흥분하고 말았다.

내가 보기엔 아무리 세계정세의 흐름이 어떻게 변천 

되든 간에 승공은 궁극의 목적이요. 우리 생리의 본질

이라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해이된 긴장을 다시 응

결시켜 뭉칠 시기라고 믿고 있다. 이 연수원의 견학은 

내 자신 인생의 정도(正道)를 생각게 하는 가장 유익 

한 행사의 하나였다.

18) 12개 대학교 학생 승공교육 (1971년 12월 13일~20일)

전국 대학 승공사상연구회와 원리연구회 공동주최로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12개 대학 50명의 남

녀 대학생들이 승공교육을 받았다.

19) 전라북도 반공교사 교육 (1971년 12월 22일~24일) 

전라북도에서 학생을 가르키고 있는 현직교사 2백 2

명이 12월 22일 본 연수원에 입소하여 승공사상교육

을 받았다. 

이 교육은 과거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지방에서 본 연

수원에 입소하여 실시되었던 교육보다 더욱 먼 거리

에 위치한 전라북도에서 입소한 것으로 전북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본 연수원에서 1970년 6월 15일 개원 이래 1971년 12

월 24일까지 실시해온 승공교육의 횟수는 75회로 많

은 승공지도자를 배출 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전북경찰국

의 협조에 의해 실시된 이 교육은 전북도단(도단장 송

근식)이 주최가 되어 실시되었는데 교사들은 이구동

성으로 이러한 교육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시되었

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하면서 3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전북 반공교사 승공교육의 개회식에서 한인수 연수원

장은 식사를 통해 북괴의 무장 게릴라의 악랄한 행위 

그것은 철투철미한 공산주의 붉은 사상에 의한 것 이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새로운 승공사상

으로 무장하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인수 연수원장은 「이와 같은 

범국민적인 승공사상교육을 위하여 이 연수원이 설립

되었다는 취지와 교육목적을 밝히면서 학생들의 승공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태규 전라북도 장학사의 “끝까지 유종의 미

를 거두자”는 요지의 격려사가 있었다. 교육의 일정

과 시간 및 강사,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22일 •김도완(대남공작전술, 2시간) 

23일 •최용석(변증법적 유물론비판, 4시간) 

        •한인수(자본론비판, 4시간)

        •송근식(국내정세, 2시간) 

24일 •안창성(유물사관비판, 3시간)

        •  박봉애(여성승공운동, 1시간) 시청각교육(2시

간)도 있었다.

20) 경기도 안보가치관 지도요원 교육
        (1972년 4월 6일~4월 8일)

 

4월 6일부터 2박 3일 동안 본 연수원에서 경기도지역 

안보가치관 지도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경기도 출신의 승공지도자 교육은 1971년 대대

적으로 실시한 바 있던 교육과 같이 본 교육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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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승공사상으로 무장하여 경

기도 지역의 주민들에게 총력안보의 가치관을 확립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연수원에 입소한 이

번 교육생들은 경기도내의 각 면단위별로 선발된 승공

지도요원들로 이날 개회식은 교육생대표 김택구씨의 

선서가 있은 후 송달용 경기도 경찰국장의 치사가 있었

다. 강의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실시되었으며 교

육생은 총 18시간의 공산주의 이론비판 강의를 들었다.

21) 전북, 중·고교장 교육 (1972년 5월 18일~20일)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교장선생과 교감선생 및 각 

학교의 주임 교사들 1백 70명이 5월 18일에 상경 중

앙연수원에서 3일 동안 반공교육을 받았다.

본 교육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와 전라북도 경찰국, 

전라북도 도청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

어진 것으로 본 교육은 교직원들에게 확고한 반공사

상을 심어주어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반공교육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을 담당한 강

사들의 명단과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한인수(자본론) 

•안창성(유물사관)

•홍종복(변증법적 유물론)

•김도완(북한실정) 

•설용수(국제정세)

교육이 끝난 후에는 전북 중·고교 교장 승공교육에 

함께 참석한 도장학사 김용석씨와 국제승공연합의 

“승공보” 신문기자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다음은 인

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기자 : 선생님께서 이번에 본 연수원에 오시게 된 

동기와 경로에 대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金 : 현재의 비상시 국하에서 교직원들에게 확고한 반

공 신념을 갖게 하므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반공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자 :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연수원과 인연이 되

어 교장선생님들 전체와 함께 상경하시어 교육에 임

하실 수 있었는가 그 경로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

다. 

金 : 5월 달이 방첩 및 승공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교직원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

해서 다시 말하자면 반공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와 전라북도 도청과 협의를 해서 교장단 

및 교감, 그리고 학교의 중견교사인 주임교사, 이렇게 

해서 1백 70명을 차출해 가지고 이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기자 : 이번 교육기간동안에 느끼신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金 :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마는 입소를 해보니까 환

경이 아주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아주 친절하시고 

또한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매우 감명 깊

게 느꼈습니다.

기자 : 강사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되시는 점이

라도 있으십니까?

金 : 강의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 강사님들께서 아주 

폭넓고 깊은 내용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조리있게 다

루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과목 어느 강사님이라고 꼬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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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목만을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시 라며는 김도완 

강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의 통일자세’라

고 할까요. 그 대남전략 및 대공전략에 있어서 그야말

로 아주 북한의 실정, 그리고 전략 전술 면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는 과연 그러한 북괴

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해답을 

주신 점등을 퍽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기자 : 이 강의는 어제 저녁의 강의죠? 

金 : 네, 그렇습니다.

기자 : 오늘 내려가시겠군요. 

金 : 네, 그렇습니다.

기자 : 지방에 내려가시게 되면 반공문제를 가지고 펴

고 싶은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 : 갑자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리있게 답

변할 수 없는 것을 퍽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려가게 되면 학교단위로 해서 곧 연수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가지 고 여기에서 얻은 지식을 자기혼자만

이 폐쇄적인 입장에서 가질 것이 아니라 좀 더 개방을 

해서 우리 교원들 전원이 투철한 반공정신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선생

님들이 신념에 넘치는 반공정신을 가지고 교육에 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반공정신 

함양을 위한 민간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종종 유기적

인 연락을 취해가지고 인사를 초빙해서 우리 선생님

들의 반공정신 함양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볼까 이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번 교육기간을 통해서 아쉬웠던 점이나, 저

희 본 연수원에 대한 요망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金 :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반공이라는 교과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루는 폭이 대단히 넓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폭에 이 시사문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사문

제는 대단히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신 있게 이 시사문제를 다

루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반공을 위한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 즉, 교재가 

필요한데 그러한 교재의 부족이 퍽 아쉬었던 것입니

다. 그러한 것을 제가 여기에 와서 느꼈습니다마는 이

렇게 좋은 민간단체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좋

은 교재를 만들어 주셔서 일선 교육기관이나 그 이외

의 기관에 배부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성과를 거

둘 수 있지 않을까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점들을 좀 더 연구 주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

으면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기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 : 감사합니다.

22) 일본대학생 승공교육 (1972년 6월 21일~6월 23일)

본 연수원에서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3

차례에 걸쳐 177명의 일본 대학생들을 맞아 승공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대결의 시대에서 협상의 시대로 세계의 조류가 급격

히 변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하면 평화공존을 

내세우면서 틈만 있으면 순식간에 적화시키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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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닫고 그들을 사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념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들 일

본대학생들은 매일 6시간의 승공이론 교육을 받았다. 

승공이론 강의는 주로, 이상헌 본 연합부이사장과 안

창성 강사가 담당했다. 

본 교육은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번 교육 기간 중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방

문에 따른 남북한 자주평화통일 원칙 합의에 대한 중

대발표가 있기도 했다.

일본대학생들은 모두 84시간의 승공이론 교육을 받

고 7월 6일과 7일에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서 일본으

로 돌아갔다. 

2차 교육은 7월 15일에 실시되었으며 일본인 1백 36

명이 내한하여 승공교육을 받았다. 

일본 국제승공연합의 후원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들 

일본인들은 본 연수원에서 승공이념을 연구했는데 이

들은 한국의 관광지를 돌아보기도 했다. 

이들 일본인들은 주로 이상헌 본 연합부이사장으로부

터 승공이념에 관한 이론교육을 받았는데 방한일정을 

마치고 19일 귀국 했다.

23) 전주시 중·고교 교련교사 교육
       (1972년 7월 18일~7월 20일)

본 연합 전북도단에서 전주시내 중·고교 교련교사 

각 기관 대공 책임자 86명이 송근식 도단장의 인솔로 

상경, 본 연수원에 입소하여 승공교육을 받았다. 

본 교육은 전북교육위원회와 도경찰국, 도청 등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본 교육은 학

생 교련교육을 담당한 실무자들로서 먼저 정신 무장

인 승공이론 교육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비진리적이라

는 것을 확신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 승공 교육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수고해주신 강사명단은 다음

과 같다.

•한인수(자본론 비판) 

•안창성(유물사관 비판)

•홍종복(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김도완(북한실정)

•설용수(국제정세)

24) 군산 교육공무원 교육 (1972년 7월 20일~7월 22일)

본 연수원에서는 7월 20일, 군산에서 상경, 입소한 1

백 20명의 교육공무원(초·중등교사)을 대상으로 승

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승공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반공책임자들로 59명의 초·중등

교사와 동장 및 일반인이었다. 

송근식 전북도단장의 인솔로 서울에 온 이들 공무원

들은 22일까지 3일 동안 연수교육을 받았는데 이번 

이론교육을 담당한 강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창성(유물사관 비판)

•홍종복(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설용수(북한실정)

•송근식(자본론 비판)

25) 국제청년 승공교육 (1972년 7월 30일~8월 2일)

본 연수원에서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국제 청년 승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본 연합 해외지부회원과 세계자

유공작단(W.Y.C.F) 40명은 새로운 승공이론교육을 

받았으며 이상헌 부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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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다. 

이 교육기간에 강의를 담당한 강사와 강의 제목은 다

음과 같다.

•LYNNE

•DOERFLER 

•JOHN 

•PRICE

•HAL 

•MCKENZIE 

•JOE

•TVIIY

26) 경기도단 지도요원 교육 (1972년 10월 31일~11월 4일)

본 연수원에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에 걸쳐 경기도내 각 면·동·지도요원 348명이 김봉

기 도단장의 인솔하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았다.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고 평화공존시대의 한민족의 사명의

식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둔 이번교육은 경기도와 경

기도 경찰국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내의 모범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도

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교육이었다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컸으며 본 교육을 통해서 시대적 사명의

식을 느낀 지도자들이 직접 일선에 나아가 유신과업

에 앞장을 서므로 해서 그 효과가 더욱 크기도 했다. 

김봉기 도단장은 이번 교육을 위하여 임원 동원과 자

금조달에 전력했으며 시기에 적절한 구국의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고 교육생들은 

말하기도 했다. 

한편 본 교육의 첫날인 10월 30일에 본 연합의 정주

원 총무국장은 김인철 이사장을 대리한 격려사를 통

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 공존시대에서는 전쟁이 없는 

대신에 사상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는 치열해질 사상전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상으로 무

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모두 경기도 도민들로

서 중앙연수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소감을 피력

했는데, 교육생들은 한결같이 가장 적합한 시기에 취

해진 교육이며, 구국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한

다고 말하면서, 다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기도 

했다.

강의 제목과 강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인수(변증법적 유물론 비판과 대안) 

•황광철(자본론 비판과 대안) 

•안창성(유물사관 비판과 대안, 새헌법 해설) 

•김도완(대공전략과 10월 유신) 

•설용수(국제정세와 북한실정 총력안보론) 

•김기정(새마을 운동)

27) 제2회 승공강사 교육 (1972년 11월 8일~11월 10일)

제2회 승공강사교육이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본 

중앙연수 원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합 문성연 교육과장의 사회로 열린 첫날의 개회

식에서 정수원 총무국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격변하는 

오늘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교육을 통하

여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 분석 해부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고 말했다. 

이어서 이상헌 부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이번 기

회는 시기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왔기에 우리는 과거의 6.25동란

을 외적의 전쟁이라면 지금의 남북 대화는 내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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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으로 보고 승공사상을 철저히 무장하여 대체해 나

가자고 말했다. 

이상헌 부이사장은 또한 사상전이라는 제2의 전쟁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6.25 당시 우리의 국군들

이 육탄으로 적의 탱크에 뛰어 들었듯이 지금은 사상으

로 뛰어들어야 할 시기라고 역설, 이번 기회에 사상적

인 무장을 점검하고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의 교육생들은 그동안 전국의 각 도단과 시단 및 

군단들을 책임지고 활동해온 간부들로 급변하는 국내

외 정세에 따른 우리의 자세를 더욱 확고히 무장하기 

위해 교육에 임했다고 말했다. 

국내외 정세가 아무리 화해 무드로 무르익어간다고 

해도, 공산주의자들이 겉으로는 평화공존을 내세우면

서 그들의 이론은 실제로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과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갖

추어야 한다고 교육생들은 말했다. 

또한 박판남 조장(경남도 단장)을 비롯한 58명의 간

부들이 교육에 임했는데 이들은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밤 12시 취침에 들기까지 이론적인 분야를 연구하며 

모두 28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28) 여성 통일사상교육 (1973년 3월 15일)

제1회 여성 통일 사상교육이 본 연수원에서 3월 15일

부터 17일 까지 3일 동안 실시되었다.

교육의 첫날인 15일의 입소식은 이정희(부인회) 총무

의 사회로 열렸으며, 서울시내 각 여성단체 간부와 내

외 귀빈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이날 입소식은 이정희 총무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가 

있은후 박봉애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박봉애(부인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최근 급변하

는 정세로 인하여 이제까지 해온 승공의 자세를 망각

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라고 지적하

면서 아무리 평화무드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

자들이 적화 혁명수단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승공

의 자세를 망각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여성들의 승공내

지는 통일사상 고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인수 중앙연수원 원장은 인사를 통하여 통

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를 우리는 국토의 통일, 민족 

대단결로 뒷받침해야 서울시내 각 여성단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 통일사상교육에 참석한 교육생

만 할 때라고 역설했고 이정희 총무의 부인회 현황 및 

활동상황 소개에 이어 통일의 노래 재창으로 입소식

을 마쳤다. 

이날 입소식이 끝난 후 오후 3시부터 강의로 들어갔

으며 이번 교육생은 85명으로 아침 7시에 기상하여 

저녁 10시에 취침, 도합 16시간의 강의를 들었다. 

교육생들은 교육을 마치고 이제까지는 공산주의가 어

떻게 나쁜가를 몰랐는데 본 교육을 통하여 비로소 공

산주의가 왜 나쁜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교육이 우리들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

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기를 바라고, 3일 동안의 교육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고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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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들은 무엇보다도 본 연수원 강사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친절에 감동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승공활동

의 선두에 서서 일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9)   전라북도 9개 대학 대학생 간부 승공사상 

교육 (1973년 5월 29일~5월 31일)

6.25사변을 겪지 못한 전후세대들에게 승공교육을 실

시하기 위해 5월 29일 전라북도에 있는 9개 대학의 

학생간부들 1백 65명을 대상으로 승공교육을 개최했

다. 

이들은 5월 29일 오후 7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3박 4

일의 교육에 임했는데 교육에 임한 대학생들 모두는 

아침 7시에 기상하여 밤 10시까지 식사시간과 점심시

간을 제외한 전 시간을 교육에 임했다. 

본 연수원의 교육을 받은 전북대학교의 최이섭 군은 

반공이라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승공이라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교육대학의 이봉노 군도 이번에 철저한 이

념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념의 체계화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라북도 대학생 승공교육에 임한 대학생들의 

강의를 담당한 강사명단과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도완 (새마을운동과 10월 유신)

 •한인수(자본론 비판) 

 •송영택(북한 실정)

 •김성현(국제 정세)

 •설용수(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정수원(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이창하(대남전략)

서울시내 각 여성단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통일사상교육에 참석한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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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성(유물사관 비판)

 •김용구(귀순자 대담) 시청각교육도 실시했다.

30) 전국 승공요원 교육 (1973년 9월 18일~11월 20일)

3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됐던 전반기 교육에 

이어 9월 18일부터 후반기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은 내무부 치안국과 국제 승공연합의 공동

주관으로 7차로 나뉘어서 행해졌으며 11월 20일까지 

계속되었다. 

이상명 중앙연수원 지도과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개

회식에는 한인수(중앙연수원)소장의 개회사와 김인철

(국제승공연합)이사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한인수 

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민족은 확고한 승공이념으로 무장하여 공산주의

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의 교육대상자는 전국의 공무원, 회사원, 사

업가, 예비군 중대장, 리동장 등 각계의 인사와 지방 

유지들로서 선발된 자로 이들 중 1회의 교육인원은 2

백 50명씩 매회 마다 4일간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이중정

책을 잘 알았고 승공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했다. 그리고 본 교육을 받기 전

에는 승공과 반공의 개념조차도 잘 알지 못했는데 이

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을 위하여 계몽할 수 있는 자신

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들 중에는 4일간의 기간은 너

무 짧으며, 교육기간을 좀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

기도 했다. 이번 교육의 강사와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도완(새마을운동) 

•김장선(본 교육취지 특강) 

•이기선(북한실정)

•한인수(자본론) 

• 박석균(국제정세)

•홍종복(변증법적 유물론비판)

•설용수(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 

•김용구(귀순자의 대담)

31) 전국 승공지도 요원교육 (1974년 3월 5일~1974년 11월 8일)

본 중앙연수원에서 1974년 3월 5일부터 1974년 11월 

8일까지 내무부 치안국이 주관하는 전국 승공지도요

원 5,00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 코스로 교육을 실시

했다.

교육내용은 주로 공산주의사상을 극복하는 이론으로 

철학(변증법적 유물론), 경제(막스 경제학), 사관(유

물사관) 등을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상교육에 중

점을 두고 그밖에 새마을 운동과 그 정신 대남전략, 

국제정세, 북한실정, 민주와 공산주의 비교, 민족 주

체성과 국가관 통일에 대비한 정신자세 등을 광범위

하게 다루었다. 

교육생들은 한결같이 처음 받게 된 승공의 산교육에 

크게 감명을 받고 일선 승공계몽요원으로서 활약할 

것을 다짐했으며 또한 모든 국민은 지위의 높고 낮음

을 막론하고 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 공산주의를 극

복할 수 있다고 털어 놓았다. 

또한 귀순자와의 대담, 방첩반장과의 좌담시간에는 

새롭게 발견한 공산주의 정체에 대하여 진지하게 

문의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국가관을 자랑스럽게 이

야기하고 민족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전개

했다.

교육생들은 소감문과 요구사항에서 전국민의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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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을 아쉬워했으며 본 교

육의 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입소하여 금요일 오

후에 퇴소했으며 강의시간 외에도 아침 체조와 구보, 

각도대항 친선 배구대회, 노래자랑, 연구과제 발표, 

시청각 교육시간에는 북한실정에 대한 영화상영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이번 강의를 담당

한 강사명과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도완(새마을 운동과 그 정신) 

•박석균(국제정세와 북한) 

•한인수, 황인태(공산권 경제) 

•이기선(북괴의 대남전략)

•설용수(민주와 공산) 

•송영택(북한실정)

•안창성(공산주의 철학과 역사 비판)

•이태건(민족정신과 국가관) 

•김용구(귀순자와의 대담)

•김영수(통일문제와 국민자세)

32) 재일동포 청년 승공교육 (1974년 12월 4일)

재일동포청년 210명이 국제승공연합 재일한국인회 

최용석 회장 인솔 하에 모국을 방문했다. 

11월 16일 일본을 출발하여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연

수원에서 승공이론을 교육받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모국을 방문,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을 둘러보고 본 중

앙연수원에서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김도완 교육국장의 ‘국제정세와 한국의 좌표’ 

황인태 홍보실장의 ‘대남전략과 대공자세' 등이었다. 

이 미국을 방문하여 교육받고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재일동포는 6월에 75명, 9월에 140명 등을 포함

하여 모두 425명이다.

33) 전국 승공요원 교육  (1975년 3월 4일~11월)

내무부 치안국에서 주최하고 국제승공연합이 주관한 

승공교육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75년에도 5천 명의 

승공요원을 교육, 배출시켰다.

73년에 3천 5백명, 74년에 5천명에 이어 75년에도 5

천명을 교육 시켰으며, 교육은 매기 약 250명씩 20회

에 걸쳐 실시됐다. 특히 75년에는 북한이 휴전선상에 

구축한 남침땅굴이 발견되고 귀순용사 2명이 땅굴진

상을 폭로해, 온 국민의 분노와 경악이 고조된 가운데 

계속돼,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전국 각처에서 선발된 지역사회 지도요원 5천명을 3

박 4일 코스로 교육했던 이 교육에 특히 각 지방 지

역사회의 1천여 여성 지도자가 17기부터 20기에 걸쳐 

교육을 받게 되어 이체를 띠었다. 

승공요원 교육은 범국민적 승공지도요원을 양성하

고 새로운 공산도발의 양상 및 정보를 계도하여 그

들로 하여금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여 이 나라 발전

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개발 및 승공지도

요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사명감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이 교육에는 여성 지도자 1천명이 9월부터 3회에 걸

쳐 전국 각 지역 및 직장 등에서 선발되어 교육을 이

수했다. 

이들 요원들은 하나같이 조국의 안보에는 남녀의 구

별이 없고 또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교

육을 받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공산주의 사상의 모순과 비현실성을 이

번 기회에 착실히 터득하게 됐으며 또 공산주의와 민

주주의를 비교 연구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고 했다. 

이들 여성들은 전국 각 리동의 어머니 회원, 부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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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새마을지도자 등과 각 기업체의 간부들로 이들은 

교육기간을 통하여 서로의 연구 과제를 발표 토의하

고 휴식시간에는 각도 대항 친선 체육도 열어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3박 4일의 일정이 모두 끝나는 날에는 동작동 국립묘

지를 참배하고 각자 소감문을 작성, 소감문을 통하여 

하나같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교육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34) 승공지도자 교육 (1976년 3월 2일~10월 15일)

매주 화요일을 기해 250명씩 입소한, 교육생이 3월 2

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회로 나누어 총 5천명이 승

공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3박 4일간 공산주의의 모순성을 파악하고 그

에 대한 승공이념을 확고히하는 한편 민족통일의 열

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는데, 강사와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용수(시대적 이념과 그 정신) 

•전재혁(북한실정) 

•황인태(공산주의 이론 비판) 

•이기선(북한의 대남전략) 

•박석균(국제정세) 

•한인수(남북한 경제 비교분석)

•공탁호(귀순용사 대담)

35) 여성 승공교육 (1976년 4월 29일~4월 30일)

29, 30일 양일간에 걸쳐 본 연수원에서 서울시내 각

구 농협단위 조합의 부녀부장 및 여직원과 각동의 부

녀지도자등 1백 50명을 초청, 여성 승공교육을 실시

했다.

여성 승공계의 일환으로 매월 실시되는 동 교육은 1

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대부분의 여성 지도자들은 여성 

승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교육을 

자주 실시해 범여성 승공사상무장과 국가안보에 앞장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망하기도 한다. 

이번 교육은 자본론 비판, 유물사관 비판(강사: 황인

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강사: 설용수), 통일사상

(강사: 최정창), 및 레크레이션(임영미) 교육 등이 실

시되었다.

36) 전북도단 승공요원 교육 (1976년 5월 7일~17일)

전북도단에서는 도내 리, 동장, 예비군지휘관, 새마

을지도자 등 지역사회 승공지도요원을 선발하여 5월 

7일부터 10일까지, 14일부터 17일까지 2차에 걸쳐 5

백명을 교육시켰다.

37) 77년도 멸공지도자 교육 (1977년 5월 10일~5월 13일)

본 연수원에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에 걸

쳐 교육생 2백 50명을 배출했다. 

77년도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승공지

도 요원을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국민의 승공사상

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동 교육은 치안문제 연구소가 주최하고 본 연합이 주

관한 것이다. 이번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그들의 소감문을 통해 국가가 당면한 대내외적인 어려

운 시점에서 이 교육만은 국민 모두가 받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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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을 피력했다. 교육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설용수(유신이념과 새마을 운동) 

 •최광수(간첩식별 방법과 간첩신고 요령)

 •김도완(민족영도자 경륜과 철학)

 •박광수(자립경제)

 •이기선(북괴대남전략)

 •양영식(우리의 통일정책과 정당성)

 •이정식(한미관계)

 •박석균(국제정세) 

 •이직호(북괴 실정 폭로) 

38) 재일교포 모국방문 (1977년 10월 5일)

본 중앙연수원에 본 연합재일한국인회(회장 최용석)가 

주최한 재일교포 모국방문단 일행 60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의 안보에 관한 강의를 연수원장이신 김

도완씨로 부터 듣고 한국의 승공계몽에 관한 브리핑

을 청취한 후 서울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한국의 산업

시찰과 고적을 답사한 후 귀환했다.

이들 재일교포 방문단은 한국의 발전상에 새삼 놀라

고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북괴의 남침에 대비

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볼 때 마음 흐뭇하다고 소감

을 피력했다.

39) 1978년 1/4분기 승공요원교육 (1978년 1월 7일~4월 13일)

1월 7일부터 본 연수원에서 실시된 교육은 1회에 1박 

2일 내지 3박 4일 동안 실시되어 24회에 걸쳐 1천 8

백 41명의 승공요원들이 교육을 받았다. 승공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거의 승공산업시찰 단원으로 산업전

선을 시찰한 후 승공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은 김도완 연수원장과 설용수 교육부장, 서용

원 총무부 장이 담당했다. 

한편 4박 5일 교육에는 유네스코회원 50명, 대구새마

을진흥회원 40명, 대구복지마을회원 172명, 현대양행 

사원 300명, 대한반공청년회원 250명이 참석했다.

40) 7월 중 승공안보교육 (1978년 7월 7일~7월 24일)

본 연수원에서 7월 7일부터 2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5백 6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중 승공안보교육을 실시

했다. 

본 교육에는 정한 채 연수원장을 비롯해 설용수 연수

부장이 교육을 맡았으며 슬라이드 및 영화 상영 등 시

청각교육도 실시했다. 

이 연수교육을 받은 단체는 다음과 같다.

 •노조 기아산업지부 : 70명 

 •대구복지마을 진흥회 : 82명 

 •삼성그룹 신입사원 : 232명

 •노조 일신산업 지부 : 50명 등이다.

41) 단기승공교육 (1978년 8월)

합천, 거창, 밀양, 함양, 부산, 구미, 대구, 청도 등에

서 차출된 교육생이 18회에 걸쳐 총 1천 8백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승공요원 연수교육은 각 시·도단장이 직접 인솔해 

산업시찰, 일선견학과 울산공업단지, 아산 현충사, 

국립묘지 참배 등을 통해 총화 의식을 갖도록 한 뒤 

본 연수원에 입소, 1박을 하면서 승공강의, 반공·안

보영화 등을 통한 단기 승공교육을 이수하는 일정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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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대학생 방한 승공교육 (1978년 8월 7일~8월 31일)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일본 대학

생 간부 승공요원들에게 승공교육 및 정도술교육을 

실시했다. 

하기 방학을 맞아 승공이론을 통한 정신교육과 함께 

정도술을 통한 체력단련을 위해 방한한 일본대학생 

간부 승공요원 30명은 주간에는 정도술 한국총본관

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매일 야간 하오 6시부터 9시까

지 본 연수원 강당에서 승공교육을 받았다. 

강의는 최용석 이사장과 안창성 강사가 전담했으며 

이들 일행은 휴일을 맞아 서울시내 고궁과 명소를 관

광하고 8월 29일 철원 땅굴 및 전방을 시찰했다.

이들은 철원 땅굴 및 전방을 시찰하면서 북괴의 침략

야욕과 6.25의 잔해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피부로 느

꼈다.

43) 승공안보교육 (1978년 10월)

본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한 1978년 10월 중 승공안보

교육은 연수원 창설 이래 1,634명이 입소하여 최대의 

절정을 이루었다. 정한채 원장 이하 동 직원 일동은 

연일 계속되는 교육의 뒷바라지에 전력투구, 연수원

교육 입소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동 연

수교육에 큰 실적을 쌓았다. 

연수강사로는 황인태 총무국장, 설용수 교육국장, 최

상 총무부장, 서용원 조직부장 등 중앙 간부진이 맡았

다. 주제는 

① 최근 주변정세와 한국의 안보

② 새 가치관의 정립과 국가안보

③ 공산주의 자본론 비판 

등이다.

10월 중 연수교육을 받은 대상과 교육인원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 간부단(단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2박 3일   

(4회) : 195명

•산업경영관리자 : 3박 4일(4회) : 150명

•지방승공요원 시찰단 : 대구, 구미, 의성, 남해

44) 경영관리자 승공안보 교육 (1978년 11월 8일~11월 25일)

본 연수원에서는 11월 8일부터 25일까지 경영관리자

들을 대상으로 승공안보교육을 3박 4일 기간 동안 3

회에 걸쳐 실시했다. 동 연수교육에는 한국경영관리 

교육원생 12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은 황인태 총무국

장과 설용수 교육국장이 담당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실시되어온 교육은 주로 품질관

리 새마을교육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본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는 승공안보 교육에도 비중을 

두어 교육하게 되었다. 

동 교육을 맡은 황인태 총무국장과 설용수 교육국장

은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국난극복과 민족의 진로, 

승공안보와 새가치관 정립 등의 주체로 강의를 했다. 

강의를 들은 교육생들은 그들의 소감문에서 산업 전

사들에게도 승공이념에 의한 국가안보교육의 필요성

을 절실히 느꼈다고 적었다. 이 외에 본 연수원에서 

실시한 11월 중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4일 : 인하대학교 학생 간부단 55명 

•  11월 6일~11일 : 대한사법사서회 140명, 승공교육 

및 전방 시찰단 13회 623명

•11월 8일 : 의정부 43명

•11월 10일~22일 : 복지마을진흥회 433명

•11월 9일 : 의성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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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 울진 33명 

•11월 20일 : 임실 45명 

•11월 23일 : 구미 45명

◆소감문(제36기 교육생 김정일 : 경인에너지)

나는 10여 년간 국가 기간사업에 종사해 온 산업전사

로서 이번 공장 새마을운동과 QC활동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대공분야 전문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깊이 

감명을 받았는데 대공관과 국가안보의식에 새로운 전

기를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 일반사회에서 떠도는 유

언비어나 무책임한 정부 비판자를 설득하여 국익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유도하고 더욱 반공 대열의 최

선두에서 솔선수범하여 맡은바 책무에 심혈을 기울여 

일하겠다.

45) 여성 승공요원교육 (1978년 11월 25일~12월 15일)

전국에서 승공활동을 해온 600여 명의 여성 승공요원

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 사이 11일간의 교육을 마

친 후 전국에 배치되어 각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승

공활동 및 국민계몽활동에 들어갔다.

이 교육을 담당한 강사 및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최용석 이사장(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황인태 총무국장(공산주의 이론비판과 대안)

•설용수 교육국장(북괴 대남전략과 대공전략) 

•송근식 강사(북한실정) 

•최정창 강사(통일사상)

또한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대학원리연구회 회원 학

생 100명이 3박 4일 교육을 받았고 회사와 단체별 승

공연수교육도 실시되었는데 이 교육에 참가한 회사와 

단체는 동광제약 주식회사(간부 80명), 일화·고려

(영업사원 90명), 경영관리자 40명 등이다.

46) 대학생 간부 연수교육 (1979년 2월 1일~2월 5일)

본 연수원에서는 1979년 2월 1일부터 대학생간부단 

연수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 교육은 범국민 승공사상 

무장을 위한 본격적인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연수원의 

환경과 시설을 일신(一新)시켜 4박 5일 동안의 승공

연수교육에 들어가게 되었다. 

1차 교육에는 98명이 2차 교육에는 58명의 전국 각 

대학에서 선발된 유네스코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교육에서는 주로 대학생의 국가안보관과 승공관이 주

로 다뤄졌다. 

1차의 4박 5일의 장기 교육에도 학생들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의 있는 태도로 교육에 임했고 교육수료 

후 대학생들은 소감문에서 “공산당의 전략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 주었다(고려대 김

수영 군)”고 했으며 “젊은 대학생들이 먼저 자각해서 

모범적이고 승공정신이 투철한 대학생이 되어야겠

다.(중앙대 : 김소영양)”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고 조

국의 많은 동료 대학생들 에게도 승공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47) 79년 3월 중 1만 1천명 연수교육 (1979년 3월)

전국민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수원의 환

경과 시설을 일신시킨 터 위에 교육에 박차를 가해 3

월 한달 동안 교육생 1만 명을 돌파했다.

교육의 주종을 이룬 것은 각 시·군지부의 산업시찰

단교육과 민방위대원 교육, 4회에 걸친 3박 4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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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리자 교육, 노인학생 교육이었다. 

산업시찰단 교육에는 11개 군지부에서 523명이 참석

했고 경영 관리자 교육에는 250명이 민방위교육에는 

18회에 걸쳐 8천 1백 75명이 참석했다.

48) 지역사회 개발학교 설립 (1979년 3월 6일) 

본 중앙연수원에서는 지역사회개발에 정신적 주체로

서 노인들에게 정신개발과 건강관리, 자조, 자립, 협

동의 새마을정신을 교육하여 스스로 남은 여생을 보

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주인으로서 자세를 굳히고 

복된 가정의 주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국가와 민족

의 부름에 부응하도록 하기위해 중앙연수원 부설 노

인학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노인학교 입학대상자는 구리읍에 거주하고 있

는 만55세 이상의 남녀노인으로 모집학과와 인원

은 노인학과 120명으로 수강시간은 매주 화요일 

14:00~17:00까지 3시간으로 수강료는 무료 였다. 

노인학교는 월별로 나뉘어 다채로운 행사를 갖기도 

했는데 여름방학과 매월 1회씩 경노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1979년 3월 6일에는 본 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본 연

합 최용석 이사장, 정한채 연수원장 등 본 연합간부진

과 구리읍장, 경찰서장 대의원 등 관계기관장들이 참

석한 가운데 노인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이날 노인학

교 개교식에는 1백 2명의 노인 학생들이 입학했다. 

이날 개교식은 설립 취지 및 경과보고(설용수 교감), 

개회사(정한채 교장), 축사, 격려사(최용석 이사장), 

학생 선서 등의 순으로 시작됐다. 이날 정한채 학교장

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문제는 국민총화와 사회정의 

전국 각 대학에서 선발된 유네스코회원 제1차 "승공연수교육"에 참석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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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에 있어 정신적 주체로서 노인들에게 정신개발과 

건강관리,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교육하

여 자주인으로서 자세를 굳히고 복된 가정의 주인으

로서 사명을 다해 국가의 부름에 부응토록 하는데 뜻

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용석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옛부터 동방예의

지국이요 충효의 민족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서구의 물

질문명의 만능과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 발달로 경노사

상이 희미해져가고 있어 노인들의 소외가 갈수록 증대

되고 있다면서 노인교실은 지역사회 개발에 정신적인 

주체로서 노인 학생들에게 남은 여생을 조국을 위해 

보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49) 전국 노인학교장연수 교육 (1979년 6월 28일~29일)

승공연합 전국 각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 

교장들에 대한 연수교육이 6월 28일 오후 1시부터 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노인학교의 합리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조직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교육에는 전국 각 

지부에서 107명의 교장 이 참석하여 1박 2일간의 교

육을 받았다.

50) 장호원 제2연수원 개원 (1977년 9월 1일)

공산주의 이론을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

시하며 승공사상을 통한 정신혁명으로 조국통일의 역

군양성을 목적으로 1970년 6월 15일 경기도 구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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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리 505번지에 연수원을 건립 문을 연 본 국제승

공연합 중앙연수원은 1979년 후반기부터는 밀려오는 

교육생들을 200명 수용의 수택리 연수원만으로는 도

저히 감당할 수 없어 1979년 9월 1일 이천 장호원에 

80만평의 대지위에 건평 1천평의 제2연수원을 개원

하게 되었다. 

이 제2연수원에는 대강당(200석) 1실, 소강당(100석) 

2실, 침실(280명 수용), 교무실(2실), 방송실, 의무실, 

강사대기실(2실), 휴게실 기타 실내체육관, 배구장, 

축구장, 산악훈련장을 겸비한 초현대식 교육장을 개

설하여 승공사상교육의 전당으로서 많은 승공교육생

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 이천 제2연수원에서는 주로 운수종사자 새마을연

수교육과 산업경영 종사자 교육 및 대학생, 교사, 전

국의 승공지도자 교육이 실시되었다. 장호원의 이천 

제2연수원은 1985년 10월 30일 사정상 철수될 때까

지 전국민의 안보교육장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

였다.

이천 제2연수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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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승공교육  
제2기(1980년~1989년)

1) 연수원 노인학교 첫 졸업생 배출 (1980년 2월 20일)

1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인학교를 운영해온 

본 연수원에서는 1년간 형설의 공을 쌓은 학생 81명

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졸업장을 받았다. 입학 당시에

는 120명이었으나 학칙에 의하여 졸업자격이 구비된 

81명만이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임직원은 교장(설용수), 학감(최낙윤), 교무과장(이두

한) 등이 수고했다.

2) 주부대학 개설 (1980년 2월 25일~3월 1일)

가정의 주인인 주부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각

종 생활정보와 교육을 통해 주부들의 여가를 선용케 

함은 물론 국가발전에 되었다. 

1980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6일간 매일 오후 1

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씩 열린 이 주부대

학에는 150명의 주부들 이 참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

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였다.

•현대여성의 예의범절(김도완 강사) 

•요리 강습(한정해 한국요리학원 원장) 

•부부관계와 자녀교육(조동춘 사랑받는 어머니교실 

회장) 

•레크레이션(전영수 : 한국 직장 레크레이션협회 회장)

•충·효·예와 여성의 자세(설용수:본 연수원 원장) 

•현대여성의 화법(전영우 : 전 동아방송부국장) 

•꽃꽂이 강좌(전문희 : 국제 꽃꽂이 협회 전문위원)

3) 자문위원 승공연수교육 (1980년 5월)

전국 각 시·군지부가 선발 위촉한 기관장 및 지도

급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초청 안보연수교육이 

1977년 10월 10일 시작된 이래 80년 5월말까지 45기

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2박 3일간에 걸쳐 본 연합 

강사진이 총동원되어 실시한 이 연수교육은 총 6천 4

백 26명의 자문위원을 수료시켰으며 그 효과는 전국

적으로 파급 되어 갖가지 반응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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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수료한 자문위원은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전

국적으로 갖가지 교육효과가 파급되어 감사의 편지나 

전문이 연일 날아들고 이 교육이야말로 전국민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는 자문위원이 있었으며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므로 청소년들에게 교육

의 기회를 줄 것을 연합측에 요청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한 어떤 자문위원은 범국민적 승공사상 무장을 위

해 승공회관을 짓겠다며 자기소유의 땅을 희사하여 

직접 벽돌을 쌓고 회관을 짓는 작업을 시작하는 등 그 

성과는 지대하게 각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일부 지방에서는 수료한 교육생들이 모임을 조직하고 

주민들의 승공교육과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효과의 확산으로 각계에서는 순회교육 실

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충남, 충북,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도에서는 도 경찰국이 직접 인원을 

차출 본 연수원에 보내 도내 주요인사 전원을 교육시

키기도 했다. 

그리고 몇몇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교육을 요청해 

왔고 일부 대기업에서도 종업원들에 대한 안보교육을 

희망해 오기도 했다. 

한편 초교파 기독교협회가 차출한 기독교계 목사 

300여명이 이 교육을 받기도 했고 대한반공청년단 

간부들도 이 교육을 거쳐 나갔다. 

이 교육의 강의를 담당한 강사들은 최용석 이사장(세

계 속의 한국), 김도완 사무총장(안보의식과 가치관 

확립), 황인태 총무국장(공산주의 이론 비판 및 그 대

안), 설용수 중앙연수원장(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서

용원 제2연수원장(통일정책), 최상 총무부장(북한실

정과 대남전략) 등이었으며 때로는 최송식(귀순용사) 

씨가 초빙되어 북한 실정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받

았다.

4) 대학생 승공연수교육 (1980년 6월 26일~11월 18일)

전후세대는, 공산주의의 잔악한 실상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 장차 남북간에 직접적인 이론대결이 벌어지

게 될 때 과연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청소년들에게 확실

레크이션을 즐기고 있는 노인학교 학생들 노인학교 현판식을 하고 있는 설용수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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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공교육은 새 시대를 출발하려는 80년대의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

에서 대학생을 비롯 젊은 청소년들에게 6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본 연수원에 입소케하여 22회에 걸쳐 

2천 9백 5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처음 이 교육이 시작될 때는 전국 각 지부에서 대학생

을 선발하여 여러 학교 학생이 섞여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

하여 각 학교별로 단체를 이루어 자원 연수원에 입소

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들 학생들은 한결같이 “일찍이 이런 교육을 받았더

라면 우리가 확고한 국가관과 승공사상으로 무장하

여 학생으로서 맡은바 본분을 다하고, 한국적 특수상

황을 올바르게 볼 줄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에야 이런 

교육을 받게 됨을 아쉬워했다.

비상계엄으로 휴교중인 가운데 실시한 동 교육에 참

가한 학생들은 1기 교육시 서울대를 비롯 30여개 대

학생 150명, 2기 교육시에는 충남예산전문대 25명, 3

기 순천전문대생 133명, 4기 교육에 는 부산지방의 

16개 대학생 77명, 5기에는 광주지방 7개 대학생 21

명, 6기에는 부산대를 비롯 4개 대학 44명, 제7기 동

아대 85명, 제8기 부산대 86명, 제9기 경북대 121명, 

제10기 경북대 237명, 제11기 효성여대 236명, 제12

기 동덕여대 109명, 제13기 한신대 238명, 제14기 상

명여대 83명, 제15기 공주사대 120명, 제16기 중앙대 

140명, 제17기 충남대 186명, 제18기 순천향대 130

명, 제9기 유도대 170명, 제20기 서울대 160명, 제

21기 한양대 159명, 제22기 청주교대 188명 등 도합 

2,952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의 강사진은

•최용석 이사장 : 세계 속의 한국

•김도완 사무총장 : 안보의식과 가치관

•임도순 국장 : 유물사관 비판

•김성일 교수 : 자본론 비판 

•황인태 국장 : 국제정세 

•설용수 원장 :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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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수 국장 : 변증법과 유물론

•최상 부장 : 북한정세와 대남전락

교육을 마치고 학생들이 친필로 작성한 소감문을 보

면 한결같이 「놀라움과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도 이제 국가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조성락(C大 경영과 3년)

막연한 반공에서 확실한 승공의 의미를 깨우쳤다. 냉

철하고 체계적이며 과학적 근거를 들어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준 승공이론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 훌륭한 이론을 보다 널리 전파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오한숙(K사대 가정과 2년)

한국의 현 정세와 국제적 위치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안보자세와 민족관에 대한 내용들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지금 나도 국가를 위

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5) 반공 윤리교사 동계연수교육
      (1980년 12월 20일~1981년 2월 4일)

이천 제2연수원에 승공사상 안보교육을 수료한 46명

의 전남 곡성군 교장단의 요청에 부응하여 겨울방학

을 이용 반공 윤리교사들을 대상으로 동계연수교육이 

1980년 12월 20일 부터 1981년 2월 4일까지 2박 3일

씩 6회에 걸쳐 중앙연수원과 이천 제2연수원에서 실

시되었다.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반공 윤리교사 1천 62명과 

경기도 이천군 교사 9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본 교육

에 참석한 교사들은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공산주의

1980.10.19~21. 제18기 전국대학생 승공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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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쁘다” “공산주의는 비인도적이다”하는 식의 주

입식 반공교육을 탈피하여 공산주의 이념과 실상을 

소개하고 또 그들의 공산적화 전술과 민주주의이념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진실을 깨닫게 

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과학 교사들의 교육효과가 높이 평가되어 

1월 15일~17일까지 공주군내 교장, 교사진 39명, 전

남 구례군 교사 124명이 이천 제2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2월 1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교사진 240

명, 충남도내 교장, 교사진 160명 교육을 끝으로 동계 

승공사상교육을 마쳤다.

6) 1980년도 교육평가와 각오 
      (중앙연수원장 설용수, 이천 제2연수원장 서용원)

*이 글은 1980년대에 실시했던 여러 교육을 뒤돌아

보고 그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각오하는 양 연

수원장의 글을 발췌한 것이다. 이글은 본 연합이 발간

하는 “국제승공보” 127호에 실린 글이다.

시작과 끝이 없었던 80년도

설용수(중앙연수원장)

1980년은 한마디로 어느 해보다 바쁘면서도 보람된 

한 해였다. 몇 년 전만해도 우리의 자금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단체, 산업체, 타 교육

기관등의 위촉을 받아 승공교육을 곁들여서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79년 10월 노인학교 회장단교육과 제1기 자

문위원 교육을 우리의 힘으로 실시를 한 결과 그 반응

은 놀라울 정도로 나타났다. 때를 같이하여 총재님의 

말씀이 계셔서 79년 말부터 시작하여 금년 한해 동안 

쉴 사이 없이 사회 저명인사, 시군지부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대학생 고급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기업체 

간부, 부녀회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승공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교육이 끝나는 팀과 시작되는 팀이 교차될 때가 많았

고 때로는 새교육팀이 도착했는데 강당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때도 가끔 있어서 시작과 끝을 모르고 생

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금년 한해 동안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한 승

공교육 실적을 적어보면 별표와 같다. 

교육이 시작되면 사무실 직원이나 식당요원 할 것 없

이 연수원 전직원은 교육진행과 교육생들에게 촛점을 

맞춘다. 

하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은 이곳 중앙연수원 전직원

이 나를 중심하여 심정적으로나 행동면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염려하는 풍토 속에 서 모든 일들이 일사불

란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교육이 시작되면 전직원이 교육생들과 똑같이 연수원

에서 숙식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도 불평 없이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에 충실한다. 오랫만에 집에 들어가면 

애기엄마는 다른 아빠들같이 일찍 퇴근해서 애기들과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들어야 할 때가 가끔 

있다. 

빈틈없이 척척 진행되는 교육 일정과 새벽부터 밤늦

게까지 수고하면서도 묵묵히 그리워하던 사람을 대하

는 교육생을 대하는 모든 직원들의 심정적 자세에 교

육의 감명도는 더 크게 나타난다. 한 팀의 교육을 마

칠때까지 진행하다 보면 피로가 쌓여 나른한 몸을 가

누지 못 하면서도 새로운 교육생을 맞으면 어디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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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는지 직원들의 얼굴에 피로한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도 교육생들의 달라지는 모습에 보람

을 느끼는데서 연유하리라. 정문을 들어온 뒤 「오리엔

테이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한 강좌 한 강좌 진

행될 때마다 달라진다.

교육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환한 얼굴로, 뜨거운 악

수를 나누면서 떠나기를 못내 아쉬워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낀다. 친구체면에 못 이겨

서 교육 왔던 모통일주체대의원은 「교육을 이수하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고 했으며 모고급공무원은 

사무실까지 찾아와 직원들에게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를 하고 가기도 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한 뒤 「생명력이 있

는 열강에 조국관과 민족관이 정립되었으며 일생의 

이정표를 올바르게 인도해 줌에 감사한다」는 말을 듣

는 것은 다반사며 심지어는 「이 땅에 태어나길 잘했

다」고 하는 가하면 「진작 알려줬으면 데모를 안했을 

텐데 그랬다」는 등의 소감도 가끔 듣는다. 

모교장선생님은 「교육과정운영에 놀랐다며 학교운영

에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 행사를 하고 

난 뒤 걸려있는 5색 테이프를 보고 「5대양 6대주를 상

징하는 환경 정리를 한 것은 국제승공연합이 이 지구

에서 공산당을 박멸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을 말한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감명도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가 보다. 

「능력 없는 자들을 세워 저토록 큰 감명을 주다니 세

워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되뇌일 때가 많다. 때로는 

입소할 때부터 식당, 강당, 사무실에서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갈 때 뜨

거운 악수를 나누며 이제 조국을 위해 살겠다던 교육

생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다. 새마을 지도자 연합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고향을 같이 한 선생님 한 분

이 교육을 마치고 저에게 뜨거운 악수를 주면서 「정말 

뜻있는 후배를 두어서 고맙네」하는 인사를 받았을 때

는 「내가 정말 뜻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을 다녀가는 교육생들은 교육을 이수할 

때 받은 감명을 언제까지 간직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

이 된다. 본 연합에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수료생 

자신들이 살아있는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그 감명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승

공대열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수료생 여러분, 조국은 그대들에 의하여 승

공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하는 저희들이 부탁

한 얘기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국민 승공사상 계도에 앞장서 왔다.

서용원(이천 제2연수원장)

어떤 일이나 실적을 평가해 볼 때 모두가 원인과 결과

라는 시간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모든 실적의 결과는 

준비라는 원인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본 제2연수원에서는 올해 80년도에 누가 보아도 대견

하리만큼 많은 교육생을 배출해서 우리의 승공동지들

을 크게 확산시키는데 일익을 담당 해냈다. 우리가 이 

같은 많은 실적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은 본 승공

연합이 벌써부터 승공이론을 연구비판 극복의 대안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민족의 위기에 놓일 때 꼭 필요로 할 때에 이 승공

이론의 무장이야말로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고맙

고 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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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을 당했어도 수습할 방법이 없으면 그 실패를 

놓고 암담해서 불안해 하지만 그와 반대로 수습할 묘

안을 가지고 있으면 새롭게 수용되어지는 희망을 갖

게 된다. 

요즈음 아무리 이 세계가 공산주의 위협이 날로 팽배

해오고 남북한의 관계가 또다시 제2의 6·25를 예측

해 보는 불안이 밀려오더라도 그 해결방법을 알고 우

리가 뭉친다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안정을 찾

을 수 있다. 그 소망의 기쁨을 우리는 올해의 교육을 

감당해 내면서 발견했다. 

본 연수원 교육과정의 2박 3일 승공교육을 받게 된 

후에는 잠자던 애국심이 새싹이 돋아나듯 마음으로부

터 돋아나고 세계 속에 부상될 지도민족으로서의 한

민족 미래상을 그리는 소망을 안게 된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며 통일조국의 의지를 심어준 

전국민 각계각층의 교육현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종

합해 본다. 

한 음식점 주인은 「나는 돈만 아는 수전노였오, 짜장, 

우동 열심히 팔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와 삶의 전부

인줄 알았오, 승공이니 안보니 하는 것이 경찰이나 통

일원이나 군대나 하는 줄 알았오, 그런데 제가 이 교

육을 받고 보니 나의 좁은 소견이 무척 부끄럽소이다. 

이제라도 깨우쳐 주신 귀 연합의 흘린 땀에 보답 코저 

내 재산을 바쳐서라도 승공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내

가 먼저 승공의 선봉에 서서 국민정신을 깨우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굳은 의지의 주먹을 쥐

면서 소감을 발표했다. 

또한 목사님은 공산당은 종교의 탈을 쓰고, 침투해 온

다는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래며 「목회의 방향과 어린양

의 인도를 새롭게 바로 잡아야겠다고」고 소감을 썼다. 

서울의 모대학생은 「이런 승공이론을 빨리 문교정책

으로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모두 배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안타까이 바라면서 승공관 민족관이 새롭게 정

립되면 지난번 같이 무모한 학생사태는 벌어지지 않

했을 것」이라면서 후회했다. 

어느 여성 지도자분은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훌륭하신 교수님의 열과 성을 감사해하며 이곳에서 

가르치심을 받들어 태극기를 다리미로 다리면서 자녀

에게 얘기를 꼭 들려주고 국군묘지를 꼭 자녀들을 데

리고 가서 호국영령을 위로해 드리겠노라고 울먹였

다. 진실은 통하는 법이요, 거짓 없는 피, 땀, 정성의 

열변에 감응 되어 교육생 모두는 한결같이 교육의 절

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밀려오는 겹치기 교육에 우리

교육원 임직원 모두가 피로에 지쳐 있다가도 이 소감

문을 읽고서는 보람을 찾고 또 다시 일어나 내일의 교

육 준비를 서둘러 댄다. 80년도 한해는 정말로 너무 

빨리 4계절이 지나가 버린 것 같다.

「정성으로 보여주자」는 연수원 방침아래 전직원이 솔

선으로 퇴근도 없이 시간 몽땅 근무하는 일요일도 공

휴일도 휴가도 모르면서 보낸 한해였다. 밀알은 썩어

야만 새생명을 탄생시키듯 우리는 일하면서 보람도 

기쁨도 찾아내는 봉사자의 사명을 다 해야겠다. 교육 

소감문에 건의 사항을 종합해보면, 

1. 전국민에게 확산교육 

2. 지도급인사 교육요망

3. 청소년(전후세대 대학생) 교육요망 

4. 종교인 교육 

5. 교육기간 연장(최소한 4박 5일~1주일 정도) 

6. 전방 전적지 견학을 겸한 교육

이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본 

연합은 정부요로에 건의해서 이제 다가오는 81년

도는 국민사상 교육의 정착을 하는 해로, 만들어야



326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겠다. 이 교육은 사회단체가 감당해 내기는 무척 

힘이 든다. 

정부적 차원에서 영구성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선 

생존권을 보장 받는 승공교육생에 배려를 베푸는 협

조아래 가능하리라 믿는다. 긍정적 승공사상 교육으

로 통일 성업을 앞당기는 최전방 초소로서 임무를 다 

할 것을 기대하면서 신년도 소망을 가져본다.

7) 대학 청년지도자 연수회 (1981년 1월 12일~2월 28일)

본 연수원에서는 남북통일의 내일의 주역이 될 청년

과 대학생 들을 연수원에 초청하여 승공사상 청년지

도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수회에서는 마르크

스사상을 소개하고 그 이념의 허구성을 지적, 그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이데올로기 비판에 대한 안목을 길

러주는데 역점을 두었다. 

황현수 청소년국장은 「유물사관비판」 강의에서 유물

사관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황

인태 총무국장은 「자본론」 강의에서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들은 사회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

지 못하고 가난을 보편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서구 

공산주의 사회와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비교하면서 

그들의 이론과 실체의 빈약함을 증명하였다. 

설용수 중앙연수원장은 변증법 유물론 강의에서 물질

적인 생활환경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 다는 그들의 철

학을 인간정신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비판하고 그 대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도완 사무총장은 「안보와 가치관」에서 이데

올로기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역설했다.

대학청년지도자 연수회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월 12일~14일 부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교육

대학 공업전문대학 등 158명

•2월 16일~18일 전남청년지도자 220명

•2월 18일~21일 충북청년지도자 192명

•2월 22일 ~25일 부산청년지도자 200명 

•2월 26일~28일 경북청년지도자 200명 

•2월 26일~28일 전남청년지도자 200명

8) 정훈 장교단 초청 승공안보교육 (1981년 4월 13일~16일)

4월 13일부터 3박 4일간 육군부대의 정신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6명의 영관장교와 47명의 위관장교가 이천 

제2연수원에 입소하여 통일사상에 근거한 승공이론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은 국군장병들에게 공산주의 이론비판 능력을 

배양케 하는 교육이었다. 강의 내용은 ‘민주주의와 공

산주의’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비판 및 대안’ ‘자

본론' 등 이었다.

9) 여성지도자 승공안보연수교육 (1981년 4월 7일~9일)

서울시 여성지도자 162명을 이천 제2연수원에 초청

하여 4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승공안보교육

을 실시했다. 

이천 제2연수원 서용원 연수원장은 개회식사에서 「본 

승공연합에서는 2,500만 명에게 승공강연을 실시했

고 중앙·이천 양연수원에서 70만 명에게 1일 승공교

육을 완료했고, 여러분들처럼 2박3일을 이수한 사람

이 28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이제까지의 활동상황을 

소개하면서 「국제승공연합」은 정부의 반공정책을 적

극 추진해가는 민간단체임을 밝혔다. 

그리고 강정원 부녀국장은 치사에서 지난해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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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문했을 때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가는 비행기 안

에서도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는 새벽 5시가 되자 가

족을 모아 놓고 성서를 봉독하고 나서 선조들의 역사

를 교육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국민성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막중함을 이야기하며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최우선하는 현시점에서 주부들이 먼저 승공사

상으로 무장하여 자녀들에 대한 가정승공교육의 필요

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여성지도자들은 2박 3일 동안 민주주의와 공

산주의 특성, 분단국의 진로 그리고 공산주의의 사상

적인 면 즉 변증법적 유물론, 자본론, 유물사관 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조목조목 수강했다. 

그리고 세계 공산당들의 공산화를 위한 음모 속에서

의 국제 정세 및 통일 정책에 대한 부녀자의 준비 자

세를 교육받았다.

10)   문선명 총재 귀국 환영 및 전국 지부장단 

특별교육 (1981년 4월 25~26일)

전국 각급 지부장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1년 

4월 25일~26일 양일간 경기도 이천 소재 제2연수원

과 신라호텔에서 전 국지부장 특별교육 및 총재 귀국

환영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6만 3천여 

리·통 조직 완료를 위한 리단위 전국승공안보단합대

회를 앞둔 각급지부장들에게 본 연합을 창설하고 세

계적인 승공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문총재께서 직접 

교육을 담당했다. 

25일 제2연수원(이천)에서 ‘善과 惡'이란 주제와, 26

일에는 신라호텔에서 '공산주의는 신과 인류의 적'에 

대해서 강연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군지부장 백여 

명은 중앙연수원(구리)에 모여 '중심이 가야할 길'이란 

주제 강연을 듣고 전국 리단위 승공안보단합대회를 

정훈 장교단 초청 승공안보교육에 참석한 영관·위관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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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5일 제2연수원 광장에 마련된 환영식장에서는 12시

부터 지부장들이 입장, 2시 50분이 되었을 때에는 4

천여 명의 전국 각급 지부장들이 입장을 완료했다. 

김도완 사무총장이 문선명 총재 내외분 입장이라고 

안내하자 지부장들은 환영의 팡파레(동두천여상)와 

함께 양손의 수기를 흔들면서 대회장에 입장하는 문

선명 총재 내외분을 열렬히 환영했다.

이날 행사는 최용석 이사장의 환영사, 문선명 총재의 

치사(선과 악), 박보희 보좌관의 세계 활동 보고로 이

어졌다.

저녁에는 식사를 한 후 리틀엔젤스 특별공연 관람과 

각 도 대항 장기자랑이 펼쳐져 한층 분위기가 무르익

었다. 

26일에는 12시부터 신라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全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용석 이사장 주최로 오

찬회가 있었다. 

문 총재는 오찬 연설 '공산주의는 신과 인류의 적'을 

통해 “우리가 승공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

요한 것은 하나님 즉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평화통일은 

우리 국민들의 승공의식이 투철해야만 가능한 것이

며, 세계 130여 개국의 국제승공연합 지부를 통해 이

러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일본 국제승공연합 梶栗玄太郞 이사장도 

참석, 일본에서 진행 중인 승공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문선명 총재는 이어서 시·군지부장 2백여 명을 중앙

연수원에 모이게 하여 전국 시·군지부 활동사항을 

보고 받고 곧 전개될 전국 리·통안보단합대회에 최

선을 다해 전국민을 승공요원화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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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부장단 특별교육 강연문

좋은 것(善)과 나쁜 것(惡)

문선명 총재

1981년 4월 25일 경기도 이천 제2연수원

善惡의 기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러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즉 ‘善한 것과 惡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 모든 일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에 부딪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사소한 개인의 일에서부터 가

정, 사회, 국가와 세계사적인 큰일에 이르기까지 어떠

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것과 나

쁜 것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또 좋거나 나쁘거나 

어느 한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생활에서 개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 제일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사회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구구각색입니다. 

혹자는 돈이, 또는 지식이, 권력이, 명예, 부귀영화가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중 그 어

느 것 하나라도 온 인류가 영원히 변치 않고 소망하여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냐 

할 때는 긍정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좋은 것이 무

엇일까요? 

자기를 중심삼고 제일 좋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중

심삼고, 자기 나라를 중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 사는 세계가 가장 좋은 세계가 되었으면 이러한 생

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기를 중심삼고 

좋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관계 속에서 파

악되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문제 가운데서 인류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

는 제일 좋은 것은 나를 중심삼은 것이 아니라 상대

적 관계 속에서 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

정을 중심삼고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여기

서 결론지어 말한다면, 부모가 아니겠느냐.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다 좋지만 상대적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부모가 좋은 것이며, 남편·아내가 좋

은 것이며, 자녀가 좋은 것이냐 하면, 거기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것은 자식에게 절대

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 역시 남편과 아

내에게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兄弟之愛,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성의 마음은 가정에 

있어서 귀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대적 관계 

속에서 볼 때, 가정을 중심 한 사랑을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재산

도 필요 없는 것이요,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는 것입

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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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피

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되는 사람밖에는 없습니

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나님

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혼

자만으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사춘기의 소년, 소녀 시절에 혼자 있을 때에는 사랑

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느끼

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상대를 통해

서 느끼고 찾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중

심 삼고 이와 같은 관계를 맺을 것이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다. 사랑함으로 말

미암아 행복한 것이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이 자리가 잡히는 것이다.” 

이 사랑은 인간세계에서 말하는 속된 사랑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와 같

은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연고로 역사상에 왔다간 수많은 

선지 선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

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현이라고 부른 그들은 대부분 종교

의 종주가 돼 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예수가 그러합니다. 인간관계를 중심 삼고 출발한 것

이 아니라 하늘을 중심 삼고 하늘과 자기와 확정된 관

계를 세계적으로 확대한 것이 오늘날 그들이 세운 세

계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교는 인류역사 시

대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으며, 새로운 세계

사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인류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코 하나님이 이상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충격적

인 힘을 자극시킬 수 있는 영원불변의 아들딸이 누구

였느냐 할 때, 어느 누가, 우리 조상 누구가 그였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성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또는 역사에 

있어서 성인으로 왔던 인물 가운데서 절대적인 하나

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의 화신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고도 사랑하

지 않을 수 없는 환경적 여건이 이 지구상에 조성되었

다면 이 지구상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참된 사랑권

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중심삼고 여기에 선 본인은 어느 누구보

다 더 심각히 생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가 이상하는 사랑의 한 정착지가 인간

세계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정지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세계에 남아진 터전이 있다면 

그 터전은 어떤 것이냐? 

그 터전마저 없어지고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

랑을 받을 수 없다고 볼 때,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인류

가 찾아가야 할 최후의 사랑의 정착지가 아닐 수 없

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적 입장을 취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래

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부

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터전인 것입니다. 거기에

서 차원을 높인, 터전이 하늘과 통할 수 있는 하늘의 

참사랑과 연결될 수 있는 대상적 자리라고 봅니다. 여

러분의 집에서 제일 좋은 분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

다. 왜 부모가 제일이냐? 한평생 사랑을 중심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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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제일 좋은 분 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

하는 남편과 아내 그 부부간의 사랑이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일 때, 그 사랑은 영

원하고 절대적인 하늘의 사랑과 접촉 관계가 아니더

라도 상대적인 관계로 하늘과 맺어갈 수 있는 부부지

간의 사랑의 터전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사랑 모든 것을 바

치고 위해 주면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이요, 내일의 소

망이 싹틀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그리워하면서 사

랑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랑

을 중심한 참된 가정의 터전을 통해서 가장 좋은 부모

의 사랑을 한 차원 넘어선 사랑이 영원불변하고 절대

적인 대상이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 역사

상에 구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역사상에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통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로 평하는 사

람도 많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문제가 되었고,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회의 창시자 문 아무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오늘 나와 처음 만났지만 여러분들도 해결해

야 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무슨 대회, 집회를 갖는 것은 권력의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정치적인 무슨 조직

체를 만들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이것

을 어떻게 바로 구현할 수 있으며, 바로 갖춰 가지고 

어떻게 그 正道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

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그것은 도대체 뭐냐? 남이 손해를 

내게 입혔다든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남이 나를 대

하는데 눈을 부라렸다느니…이처럼 자기 일신에 부정

적이고 부합되지 않는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면 

나쁘다고 간단히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좋고 나쁜 기준을 어디서부터 찾을 것이냐? 

제일 나쁜 것은, 제일 좋은 것의 반대의 입장에 있습

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은 사랑을 중심 삼고 판단됩

니다.

공산주의와 神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자유와 행복을 표방하면서 발

달해 온 민주주의는 유물론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의 도전에 대해 속수무책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확실히 있느냐 하는 점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 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있

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정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

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중심 삼

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의 가치기준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종교의 깊은 경

지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실

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우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가? 담판기도로 하나님께 그

렇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주의 근본은 부자지관계다. 세상 사람들은 혈육을 

중심 삼은 부자지관계로 생각하지만, 창조주와 피조

물인 인간이 정적으로 부자지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우주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인 하나님과 

인간이 정적인 관계를 무엇을 중심삼고 맺게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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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하나님과 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것이 

해결되기만 하면 이 세상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개인이나 가정을, 

국가와 세계를 완성시키며 사랑을 통해 지상 및 천상

천국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살펴 볼 

때, 부모가 병이 나면 최고의 정성을 쏟으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부모의 병을 고쳐 드립니다. 

어째서? 사랑의 인연을 남기기 위해서 입니다. 아내

와 남편 사이에도 역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의 인

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

리일진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불변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

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

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됩니다. 그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인간세계에 부조리와 모순이 왜 이렇게 가득차 있고, 

인간은 왜 고해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라는 고뇌

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철학적 과제로 남아져 내

려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인생이 고해의 일

생을 살아야 하느냐?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신이 있다 한다면 그 신은 이 

고뇌의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

지 못하다면 인간에게 가혹 한 비극과 처참상을 부여

한 신은 인간 세계에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여기에서 인간이 미완성기에서 타락했

다, 떨어졌다, 고장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

다. 타락이 뭐냐? 본래의 위치에서 고장이 나서 떨어

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사

랑의 완성적, 이상적 주관권을 찾아, 그러한 목적관을 

바라보며 가야할 도상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

냐? 다시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를 통해

서 구함을 받자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다

시금 인간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우리 통일교회식으로 말한다면 타락했기 때문에 본

연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

가야 하느냐 돌아가려면 떨어진 데의 반대로 돌아가

야 한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복귀의 역사다. 그런

데 그 복귀는 창조원칙을 따라서 재현시켜야 한다. 하

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재창조해가는 

것이 복귀에 대한 통일교회의 관입니다. 이렇듯 본연

의 상태로 돌아가는 구도의 목적은 잃어버린 참사랑

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참사랑을 찾아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여 축복으로 주었

으며, 창조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슨 장난거리로, 놀음

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어야겠는데 이 인간을 이루는 살과 뼈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생

명의 진화 발전적 창조의 과정을 거쳐 인간을 이루는 

요소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서 창조의 과정은 사랑의 내용을 실현시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자신

의 모든 정열을 투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

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부모의 사랑에서 창조주

의 그러한 심정이 남아 있음을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

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딸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딸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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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지구와 우주를 사랑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러므로 그 깊은 사랑이 지어진 자국 자국마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의 구원 

그러면 타락은 어떻게 해서 됐느냐? 인간 자체 즉 자

기를 중심한 사랑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중심 

삼은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 입니다. 사랑의 주인은 인

간이 아니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 삼은 

사랑이 오늘날 타락한 세계의 모체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타락해서 

불합격품이 되었으면 전부 없애 버렸으면 되지 않겠

느냐?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을 실

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입

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 과정을 거쳐서라도 참

다운 사랑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창조의 기준에서 타락한, 깨진, 폐

품이 된 아들딸을 어떻게 이상적인 아들딸로서 완성

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이상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품고 

사랑하고 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 재창조의 섭리를 해 나오

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종교가 인간의 이상

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적 기준의 종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러한 사랑의 이상

을 실현할 수 있는 절대적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한꺼번에 구원을 해버리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처럼, 

종교를 통한 재창조의 과정에서도 단계적으로 하나하

나 그 자체가 심정적인 대상이 되고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대상의 행로가 확대될 수 있는 자리에서만 이 재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상적인 사랑의 

상대기준에 반대되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사랑 때문에 타인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을 제거시킬 

수 있는 입장에 못 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차원 높은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중

심한 사랑이 타락이라면, 본래는 하늘을 중심 삼은 사

랑이 먼저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하늘을 중심한 그러

한 나를 확인하고 자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

심적인 자각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이루어야할 새로운 과제는 사회·정

치적인 제도의 개선이나, 경제적으로 풍요한 환경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하

늘적인 사랑을 어떻게 교차시키느냐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중심삼은 사랑을, 반대로 어떻게 남을 중심 삼은 

사랑으로 변혁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중심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

를 위주로 한 사랑입니다. 상대를 위한 사랑, 네가 나

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사랑하기 위

하여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재창조의 과정에서는 우리의 사랑도 하나

님이 행하는 그런 사랑과 보조와 방향을 맞추어야 하

나님과의 인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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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관계는 회복되어 왔습니다. 사

람들은 흔히 서로 사랑해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희

생해라, 그러면 잘 된다,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상대에게

로 미치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서로 사랑 받자가 아

닙니다. 사랑해 달라가 아니예요. 서로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게 되면 그 환경은 소망과 희망의 불

꽃이 타오르고 평화의 세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곳

에는 기쁨의 꽃이 피고 향기가 샘솟습니다. 그러나 서

로서로 사랑해 달라하면 거기에는 분열과 싸움이 끊

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서로서로 희생하고 봉

사하고 사랑하라고 창조의 본성에 따라 지시합니다. 

그것은 모든 식물들이 태양 빛을 향해 줄기를 뻗는 것

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세계도 태양 빛

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모든 인간들의 본심이 

24시간 그곳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라! 이것은 악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서로서로 사

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가 사랑만을 받겠다는 

것이니,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부부가, 부자지

간이, 모든 국가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왜?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이 욕심을 채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면, 그들이 지

배하는 세계는 어느 선에서 갈라질 것이냐는 것을 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하고 받으려고 만하

는 세계는 악이 지배하는 세계요, 남을 중심하고 하늘

의 사랑에까지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자들이 이루는 

세계는 선한 신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왜 그러냐? 창조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자기의 모든 사랑의 

심정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의 대상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하나님 과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러한 대상관계의 터전을 중심하여 하

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그러한 본연의 사실을 

확실히 몰랐지만, 서로서로가 사랑하라, 서로서로 위

하라, 또 종교는 남을 위해 희생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륜 도덕과 딱 맞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라, 

남을 위해 희생하라, 위하여 살라.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선한 환경을 이룹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선한 

사랑이 필요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랑에 하늘이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

겠다는 것은 악한 사랑입니다. 왜 악한 사랑이냐? 악

주 권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남

을 위해 살아라, 봉사하고 위해 주라, 혹은 사랑을 해

라, 유교에서는 인을, 불교에서 는 자비를 말하는 것

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

니겠습니까?

창조의 심정

자기의 입장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정해라. 그

러므로 해서 보다 확실한 자기를 재확인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재

창조의 과정에서, 온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을 때 사

랑으로 지었던 그 과정에 동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

도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봅시다.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 가지고 회사원을 부모 된 사랑으로 대하고 위

할 수 있는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는 하늘에 가까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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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애국자가 누구냐?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공헌하게 될 때 왜 그래야

만 애국자가 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는 하나

님의 아들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먼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주

고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가 돌아갑니다. 돌아갈

려니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

라가는 데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하

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의 터전이 넓혀진다면 작은 자

리에서부터 높은 자리로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전체

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면 낮

은 자리에서부터 자연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

는 것입니다.

봉사와 희생

여러분이 왜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느냐? 봉사하고 희

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중심적인 존재

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환경이 환영치 못할지라도 점

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중심 삼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천

년만년 지속할 수 있는 하늘 사랑의 중심점이 되기 때

문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

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자식처럼 따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그를 중심삼고 하나처럼 되게 됩니다. 하

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본성의 최고 완성의 기

준을 찾아가는, 사랑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기 때문에 인류역사에 있어서 이것을 구현하려고 애

써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자는 그 

나라의 백성을 대신해서 피와 살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백성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모든 전체를 희생하고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

다. 사랑하는 자기 처자보다 더 사랑하고 위해줘야 합

니다. 자기 처자식 일가친척을 희생시키고서라도 나

라의 백성을 살리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통일교회 신도들이 가정과 사회 또는 기성교

회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아 왔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재창조를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체휼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

랑의 주권을 이 땅에 세워 놓기 위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투입해 가지고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자

동적으로 모든 환경이 그 중점으로 하여 하나 되게 된

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

니다. 돌아가려면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제일 뒤에 따라

가게 돼 있고, 먼 데 있는 사람이 먼저 따라오게 돼 있

습니다. 따라오면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접하게 될 때에 즉 거꾸로 타락한 사

람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가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할 때 거꾸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과 가까운 자식들은 제일 뒤에다 두고, 악한 사람들부

터 밀어 올려 오려는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처

자식을 다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러한 원

칙을 중심하고 역사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해 나왔던 것

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을 희생시켜 악한 세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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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창조에 투입함으로, 자기 사랑하는 민족을 희생

시켜 가면서 악한 인류세계를, 수많은 민족을 재창조

에 투입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인류역

사를 움직여 나왔기 때문에 오늘 통일교회는 어떤 길

을 가느냐?

인류를 품고 희생의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이 어떤 사람인데 이 길을 가자는 것이냐?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나라와 백성이 오해하지만 

왜 이 길을 가자는 것이냐? 

이 나라의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

기까지 정성을 들이고 내 힘과 능력을 다해 가지고 희

생과 사랑을 퍼부어서 이들의 환경적으로 자연히 뭉

쳐질 수 있는 앞날을 예비하는 것이 바라는 바요 나의 

일입니다. 

통일교회가 해방 후 출발하여 35년이 된 오늘 모든 

세계의 젊은이들이 왜 레버런 문을 따르느냐? 하나님

의 참사랑을 투입하는 재창조 역사 과정을 인류를 위

하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돈을 벌어도 통일교회를 위한 것이고, 통일교회

는 나라를 위해 있으며 세계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인정하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원하는 효자

는 재창조의 과정을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열과 성

을 투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 열을 투입해야 합

니다. 24시간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그렇게 되면 자

연적으로 24시간의 환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적 

사랑을 다 추구함으로 재창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통일교인은 하늘이 원하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

서 하늘이 원하는 남편이 되고, 하늘이 원하는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부모같이 그 가정이 희

생되어서라도 통일교회를 위해라 나는 그런 통일교회

를 희생시켜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칙이요, 동시에 복귀섭리의 원칙입

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희생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를 지도할 대한민국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

려면 세계를 위해서 말없이 희생해야 됩니다. 하늘이 

이 민족을 중심삼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이 

민족 전체가 보조를 맞춰 갈 수 있다면 이 민족은 세

계를 틀림없이 구하고 중심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사랑이 뭐냐? 자기의 주체가 

투입된 희생을 통하여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정

이 오늘날 결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틀림

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모이면 하나의 종

족을 이루고 그 종족은 국가를, 국가는 세계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종족·민족·국가·

세계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

한 길은 통일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통일교인만이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만민이 가야할 길

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되고, 모든 민족과 국가, 세

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나로 말미

암아 하나님은 참다운 아들딸을 재창조할 것이고, 참

다운 남편과 아내, 더 나아가서는 부부가 된 참부모를 

재창조할 것입니다. 

이런 참가정에서는 참종족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사랑을 중심 삼고 가면 가다가 몰

리고 찢기고 핍박을 받더라도 끊임없이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남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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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단하나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

에 여기서부터 희망이 솟고, 이상이 싹틀 수 있는 기

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 받을

수록 그 사랑은 그 환경권내의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자세히 몰랐지만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관점에서 내 개인이 어떠한 입

장에 놓여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를 중심한 사랑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으므로 재

창조의 내용은 반대의 길을 가야합니다. 반대의 길은 

자기 투입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투입하는 것이 자기 

투입이며,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쁘기 위해서 창조한 세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만물은 하나님의 선물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 한

마디로 천지가 생겨라 그래서 천지가 만들어졌다. 이

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

든 것을 다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온 정열을 다 투입

했고, 사랑의 힘을 다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가정을 형성

하고 살아가게 할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지으셨던 하늘

의 그와 같은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그렇게 하지요? 

사랑하는 자녀, 아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정성껏 마련

해서 주고자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

하는 아들딸들에 대해 자연박물관으로서 만물세계를 

선물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 만들 수 있다고 해

도 생명을 지닌 풀잎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볼 때 사랑하는 아들딸은 또 하나의 자연박물관입니

다. 

이런 입장에서 한 그루의 소나무를 바라보면, 단순한 

푸른 소나무로 보이지 않고 내 사랑이 저렇게 푸르기

를 바라서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 집

니다. 바다를 보아도 바다만으로 보여 지지 않고 아버

지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재창조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

을 재조명하는 판국에는 여기에 위대한 사랑이 싹터

오고 생명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고

양이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

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

유되어 지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 소유한 집, 

가정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스스

럼없이 승복할 것이냐? 자기 스스로 냉철하게 비판하

고 반성해야 합니다.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만큼 세계

를 대하는 심정의 자세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사실

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에는 시·군지부장 면·리지

부장이 있지요? 지부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지

부장은 도의 아버지이니 도를 위해서 있는 모든 정성

과 힘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도면이 여러분을 

하늘 앞에 제물로 보낼 것입니다. 

도지부장 되시는 분은 도의 아버지이니 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도민을 대하여 피눈물을 뿌리는 정성을 상속받아 “하

늘이여 이 도민을 사랑하소서. 내가 공헌하고자 하는

데 힘이 부족합니다. 내가 도민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당신이 도와주소서!”하게 되면 하늘이 틀림없이 협조

할 것입니다.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살

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체휼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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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잡아 죽이려고 별의별 노릇을 다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아왔지만 다들 망해 갔습니다. 죽으라고 한 자

는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천지의 이치에 입각해서 일하기 때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망하라 해도 

내 금후의 기반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미국을 

미국인들 이상 사랑할 것이고, 미국을 위해 희생할 것

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나와 더불어 같이 하실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 각지를 대표해서 여기 참석한 지부장 여러분들

이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를 위해 책임을 지고 돌아가

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

을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처자 이상으로 그 도민을 사랑하

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

게,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입했습니다. 

여기 일본 사람들이 와 있지만, 그들은 돈을 벌기 위

해 24시간을 일합니다.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그냥 

잠을 잡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버리고 나와서 승공운

동, 통일교회 운동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럽니까? 그

들에게 자기 나름의 부유하고 사치스런생활도 있고, 

또 그나름의 의와 명예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들이 

36년간 식민지 국가로 지배했던 한반도에서 온 레버

런 문에게 미쳐서 그렇게 돌아갑니까? 누가 그렇게 

해 달래요? 하늘의 길이기 때문에, 천륜의 길이기 때

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며 도지부장들은 도민들을 결속

시켜서 도민을 내 아들딸보다 더 사랑해서 위해 줄 때 

그를 효자라 합니다. 이것이 효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사랑과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가장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모의 모든 권한과 

전체까지도 그 아들 앞에 상속해 주게 됩니다. 

애국자가 뭐냐?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이상 나라를 위

하고 사랑하는 그런 심정을 체휼한 실적을 가지고 이

것을 국가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애국자입니다. 자기 부모가 병에 걸렸으면 자기 목숨

을 내걸어 놓고 부모의 목숨을 살리려는 사랑의 간절

한 심정을 가진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입

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딸, 아내, 남편을 사랑하던 

그 사랑 이상을 연장시킨 터 위에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늘이 같이 하십

니다. 

자기 처자나 형제 친척을 사랑하는 심정을 횡적으로 

전개하여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

국의 중심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

자는 자기 개인은 물론 가정과 그의 친척을 희생시

키더라도 그 나라의 의와 주권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인의 도리

그 다음으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 곧 최종의 애국자의 

도리는 성인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성인은 도대체 누구냐? 천정의 인연을 따라서 

부모 앞에 효도하는 효자가 되고 나라 앞에 충신이 되

는 이상 세계인류를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그런 사랑의 인연을 가진 종족과 민족·인종

은 국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세계에 있어서 그 

천륜의 도리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이런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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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국에 가서도 그날부터 “하나님 제가 미국에 왔

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랑하던 그 이

상의 마음을 미국 국민에게도 주십시오”하고 기도했

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미국 국민보다도 미국을 

더 사랑하고 미국국민을 위해서 국회 그리고 대통령

과도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와 대통령에게 

반대를 받는 서러운 자리를 맞보기도 했지만 결국 쫓

아내려던 레버런 문은 망하지 않고 프레이저와 카터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의 손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가정을 희생시키

고, 나의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세계를 살리려는 사

랑을 가진 성인이 걸어야 할 길을 걸으라는 하늘의 명

령을 실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제분들을 교육시키되 애국자가 되길 원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 공적인 길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

문에 오늘 이날까지 망하지 않고 발전해 왔던 것입니

다. 아무 곳을 가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

어갔을 때라도 “당신의 아들이 감옥에 들어 왔소. 그

러나 나를 염려하지 마시오. 난 아무렇지 않게 살아 

있습니다. 내 힘이 강하고 체구가 튼튼하기 때문에 내

가 부딪치면서 다 해낼 테니 걱정 마십시오”라고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성교인들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들어보면 

“나 좀 도와주시오”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 

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도와 달라고만 합니다. 우리 통

일교인들은 내가 다 교육시켜서 “하나님 걱정마십시

오. 내가 다하겠습니다”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을 좋아하겠어요? 

성현은 아들딸을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인이 가야 

할 도리를 다 하십시오. 

우리 통일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을 넘어

서 세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결혼을 하는 데도 흑

인과 백인이 결혼하겠다고 앞을 다투어 나옵니다. 이

런 현상이 여기에서 근원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이상은 세계주의

요전에 내가 미국에서 말하길 우리는 무슨 무리냐? 

사랑의 종족(love race)!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

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 종족이 

커지면 민족이 되고 세계가 됩니다. 통일 교인들이 대

한민국의 인구수인 4천만을 넘어서면 대한민국 이상

의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

다. 왜? 세계의 통일 교인들은 신앙의 조국을 사랑하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중

심한 하나의 조국 그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념을 중심한 

세계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주의란 가정을 파탄시키고, 종

족·민족·국가를 파탄시킨 터 위에서 세워지는 걸로 

운운하고 있어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통일교회에서는 가정을 터로 한 종족주의, 종족을 터

로 한 국가주의, 국가를 터로 한 세계주의입니다. 그

러기에 가정주의 오케이, 세계주의 오케이입니다. 멋

있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급기야 세계화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

기 때문에 60대가 되어서야 이 정도 되었지만 만일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40대에 세계를 요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진리는 참으로 

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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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子의 도리

성인 자체도 천자가 못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

하지 않고는 영원불변의 내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아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어 왕자·왕녀가 될 수 있는 자리, 곧 

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제 통일교인은 세계 해방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

까지도 해방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

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지옥의 모든 영인들까지 

해방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짧은 생애를 집약시켜 모두 투

입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세계인류 뿐만 아니

라 영계에 있는 영인들까지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종교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천자

가 될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충신이 되라고 하느냐 하면 성인의 길

을 따라서 천자가 되어 하늘의 왕자와 왕녀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즉,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일 

좋으냐?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져 가지

고 모두 손을 잡고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원한 

그 사랑을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

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

무리 창조주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받

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

라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데 그 아내는 

아주 못났다 하더라도 그와 사랑관계를 맺게 된다할 

때는 동등한 자리에 올라서게 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류 앞에 가야할 표상이 되어야겠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모든 남성·여성을 대하여 천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사랑의 질서를 갖추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갖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

니다.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재창조의 과정을 거

쳐 가지고 필시에 내 모든 것을 가까운데서 부터 희생

으로 반대의 길을 따라서 그런 사랑을 구체화하고 느

끼지 않고서는 평화의 세계로 복귀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뺀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사랑은 

상대적 관계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행

복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동등한 자리에 있어 서로 

느끼고 좋아해야 행복하지요? 자유도 사랑을 빼놓고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사랑 속에서라야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는 채찍을 든 독재를 해도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참사랑이 거도는 곳에서는 피곤함도 모릅니다. 고단

하더라도 그 사랑 속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피곤

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잠도 사라져 버립

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완성기에 꽃을 

피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간

이 사랑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모양이 갖추어져 있

지만 꽃을 피우지 못한 인간이 돼버린 것이 타락의 결

과였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했으니 거둘 수 없었습니다. 무슨 열

매? 사랑의 열매! 이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도 재창

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간도 그런 재창조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연장

시켜 오시면서 인류를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

로 인도하시기 위해 섭리하셨던 것이고, 인간은 그 길

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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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하늘은 인류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 

종교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 중에

는 양자·아들·부모 입장의 구세주가 있습니다. 그

럼 어떤 구세주를 찾아야 하느냐? 부모 구세주를 찾

아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 참자녀

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동은 참부모를 찾아주

는 운동이며, 참자녀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운동입니

다. 이런 운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알

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산천초목이 

달라 보여질 것 입니다. 이것들 모두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이 민족의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면 나와 여러분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는 지금 대한민국보다 세계가 문제입니다. 오늘

의 세계 공산당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미국을 공산당

들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고, 중국과 소련을 어떻게 요

리할 것인가?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누

구 한 사람 환영해주지 않더라도 겨울 동산에 눈이 녹

으면 봄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 때

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면장·군수·서

장·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여러분들 고향의 가정과 부모를 중심삼고 가족에

게 다 승공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꽃이 어디서 피느냐? 도에서 피는 게 아닙니다. 도지

부장 자랑 마십시오. 군지부장, 면지부장이 아니라 꽃

은 리지부장이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운동을 리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

다. 사랑의 불길이 리에까지 확대되어 가정 가정에 사

랑의 꽃이 피는 날에는 그 향기가 천지를 진동할 것이

고, 하나님도 그 향기를 따라서 그 가정에 내려와 축

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심정을 갖고 도지부장은 도민을 위해

서, 군지부장은 군민을 면·리 지부장은 면·리민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삼천리 

방방곡곡의 가정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하늘이 축

복할 것이니 한국이 반드시 세계 속에 빛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고위 위정자로부터, 각계각층의 모든 백성

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합니

다. 

이것이 천리의 법도에 부합되는 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

족을 위하고 세계 인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천자·천녀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이 민족이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1) 각계 지도자 합숙교육 (1981년 1월~6월)

1981년도는 제5공화국이 출범한 해이며 그 어느 때보

다 국가 발전에 전국민이 총력을 경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국민의 정신적 단결이 요청되는 때이며 그 교

육의 역할이 중요한 때였다. 전반기 교육에 참석한 대

상자는 청소년층과 부녀자층 이다. 1월에 3천 5백 95

명, 2월에 3천 2백 80명, 3월에 4천 백 42명, 4월에 7

천6 백 69명, 5월에 2천 9백 56명, 6월에 3천 6백 35

명 등 총 2만 5천 2백 77명과 4월에 문 총재 귀국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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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교육에 참석한 각 지부장 4천명을 합하면 3만 명에 

달한다.

12) 전국 청년회장단 총회 및 교육 (1981년 7월 26일)

승공연합 전국 시·군·구지부, 청년 회장단 교육 및 

총회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115명이 참

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유물론 극복」등의 강의를 듣고 체육대회, 문화의밤 

행사, 야간 산행훈련 등의 교육을 통해 승공청년으로

서의 심신을 단련하고 정신자세를 가다듬었다. 교육

에는 김도완 사무총장의 “안보와 가치관 확립”, 손대

오 교수의 “유물론 극복” 유재훈 승공연합 서울시 지

부장의 “회의 진행법” 등이 맡아 교육을 담당했다.

13)   1981년 8월중 전국청년지도자 교육 1,600명 

교육 (1981년 8월)

본 연수원에서는 1981년 8월 중 전국청년지도자 

1,600명을 입소시켜 2박 3일 합숙교육을 실시했다. 

본 연합의 청소년국 주관으로 6.25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승공교육을 통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의 비판, 안목을 길러주므로서 확고한 승공의식과 국

가관을 확립케 한다는 취지로 1981년에 중점적으로 

실시된 이 교육은 8월중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1, 

600여명의 연수교육을 완료 했다. 

1981년 8월 중 교육을 받고 간 청년지도자들은 전남

의 승수·고흥·보성·장성·화순·광산·담양·곡

성·구례, 전북의 진안·장수·무주·임실·순창, 경

북의 달성·군위·의성·청송·영덕, 서울의 용산·

영등포·성북·강남·답십리·동작·은평·구로·

서대문·관악·문래, 경기도의 수원·화성·고양·

안양·김포·부천·인천·의정부 등 지부에서 각각 

40여 명씩 총 1,600여 명에 이른다.

이 교육에는 「유물론」, 「유물사관」, 「자본론 비판과 그 

대안」,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통일정책」등의 과

목이 강의되었다.

14) 승공연합회원 승공이론교육 (1982년 5월 11일~14일)

1982년 초부터 연합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 중단되었

던 승공안보교육이 재개됨에 따라 본 연합회원들에 

대한, 교육이 5월 11일부터 재개되어 전반적인 연합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5월 11일부터 3박 4일간 

본 연수원에서 열린 첫번째 교육에는 충북, 충남, 전

북, 경북 등 4개 도에서 108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11일 오후 7시에 열린 개회식에서 김성일 본 연합 사

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적 

여건 속에서 우리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국가의 안

보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자”고 말

하고 「이번 교육은 단순한 반공교육으로서의 의미보

다 우리의 의식개혁을 통한 민주, 복지, 정의의 이념

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

다.

「의식개혁과 승공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

은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등 7개 과목이 다루어졌

고 리틀엔젤스예술회관 견학도 있었다. 이 교육에 다

루어진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자본론 비판과 대안 : 김성일 

▲국민의식개혁과 국가관 확립 : 황현수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 최낙윤 

▲유물사관 비판과 그 대안 : 이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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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체사관 정립 : 송낙환 

▲마르크스 인간소외론 비판과 대안 : 윤정노 

▲변증법적 유물론 비판과 대안 : 황현수 

그 밖의 분임토의 기법강의가 있었고 13일 밤에는 분

임토의 결과발표 및 오락시간도 가졌다. 교육을 마친 

몇몇 사람의 소감을 밝혀본다.

▲김정운(25세, 전북 부안군)

학교 때에도 반공시간이 있었으나 6.25이야기 정도였

고 군대생활 때도 정훈교육 시간은 일반 사회실정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교육을 받고 보니 전혀 뜻밖의 고차적 내

용이 있어 내가 왜 진작 이곳에 오지 못 했던가 후회

했다. 북에서 철저하게 무장된 공산첩자가 온다 해도 

승공사상과 민족사상으로 설득시킬 자신이 생겼다.

▲장형식(45세, 경북 달성) 

일상생활 속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正道, 主體의식, 우

리민족의 위대함 등을 확실히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지 하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교

육을 통해 몸으로 실천할 것을 단단히 각오했으며, 집

에 돌아가면 나의 생활부터 실천적으로 바꿀 결심이

다.

15) 회원 정기교육 (1982년 7월, 9월)

7월 들어 2회에 걸쳐 회원 정기교육이 있었다. 1차 교

육에는 강원·충남·경남 등지에서 1백 24명, 2차에

는 서 울·경기·전남 등지에서 75명이 참석하였다.

9월 들어 3회에 걸쳐 회원 정기교육을 개최하였다. 

국제승공연합 이상헌 이사장의 취임 이후 양적 교육

에서 질적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로 간부급 회원

들을 중심한 교육을 하였다.

16) 승공지도자 “통일사상 세미나” 개최
       (1983년 1월 17일~1월 24일)

공산주의는 인간이 노동생산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보고 그러한 소외로부터의 해방은 곧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

유재산제도를 토대로 이루어진 현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윤리체계는 자본가 계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이러한 윤리체계를 깨뜨려야만 인간이 소외로부

터 해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장과 함께 그들은 다양한 전략전술을 펴

서 우리사회에 불평불만 세력을 조장하고 상하, 좌우

의 윤리체계를 깨뜨리는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전략전술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우

리의 가치관이 튼튼한 뿌리를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제창되어온 여러 가지 의식개혁운동은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참다운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를 건설 한다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

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다운 의식개

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된 본 연합의 새가치관 

운동은 우리 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추방하기 위한 의

식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지만 궁극적

으로는 공산주의를 추방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

라는 점에 중점이 주어진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82년 8월부터 본 연합 주최로 

실시한 「새가치관 운동」의 일환으로 제2회 승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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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통일사상세미나”가 1983년 1월 17일부터 24일까

지 7박 8일 동안 본 연수원에서 있었다. 

연합간부 12명, 각도지부장 11명을 비롯 대학가의 승

공운동을 주도하는 원리연구회 학사장 64명을 포함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교육은 또한 1983년도의 연합활동 방침 중 「승공

요원의 정예화」를 위한 본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상헌 

이사장이 직접 전강의를 담당했다. 이 교육에서 이상

헌 이사장은 통일사상의 전과목(原相論, 存在論, 本性

論, 價値論, 倫理論, 敎育論, 예술론, 역사론, 인식론, 

논리학, 방법론 등 11개 부분)을 강의하였는데 이처럼 

한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강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

는데다 연합의 '金成一사무총장 이하 전 간부 요원들

까지 참석, 분위기가 시종 진지하게 이루어져 교육효

과는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가의 승공운동을 책임진 청년승공지도자와 

승공요원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번 교육은 그들에게 대

학가 승공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승공

사상 저변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

17) 전국 읍·면·동 지부장 승공이론 연수교육
       (1983년 5월 12~6월 18일)

전국 읍·면·동 지부장에 대한 승공이론 연수교육이 

5월 12일 부터 6월 18일까지 2박3일간 11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동 교육은 중앙연수원(1차~3차, 8차~11

차)과 이천 제2연수원(4차~7차)에서 실시되었는데 

총 1,459명의 읍·면·동지부장이 교육을 이수했다. 

동 교육이 시작되기 전 이상헌 이사장은 동교육의 강

의를 담당하게 될 중앙강사(간부)들에게 「본 연합은 

전국 읍·면·동 지부장 승공이론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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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애국, 승공, 새가치관 운동을 전개하는 사회민

간단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승공운동 및 새가치

관 운동은 전국민 운동으로 확대되어야하며 범국민적

인 새사상과 가치관 정립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면서 동 교육에 참가하는 각 읍·면·동지부장들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돌아가 승공의 

일선에서 선두주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에 성심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동 교육은 제1팀(전남·북, 경남·북, 부산)과 제2팀

(서울, 경기, 강원, 충청남·북)으로 나누어 제1팀은 

5월 12일, 19일, 26일, 6월 9일에 연수원에 입소하여 

2박 3일의 연수교육을 받았으며 제2팀은 5월 16일, 

23일, 30일, 6월 6일, 13일, 16일에 역시 연수원에 입

소하여 2박 3일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은 모든 읍·면·동지부장은 한결같이 「내

고장 수호」를 굳게 다짐 각 지방 지부활동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게 했다.

또한 버마사건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긴장과 북괴의 

남침도발 위협의 위기가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승공사

상 무장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이 실시되었다.

18) 전국 승공연합 부녀회 간부단 승공교육
        (1983년 6월 28일~6월 29일)

본 중앙연수원에서 6월 28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국

부녀부장 및 간부교육」이 부녀회 주최로 실시되었다. 

동 교육에는 각도지부에서 부녀부장 및 부녀회 간부 

3명씩 모두 27명이 참석했다. 

최옥분 부녀부장의 사회로 개회식을 가진 첫날은 설

용수 교육국장의 「새가치관 정립」 황인태 홍보국장의 

「지도자론」의 강의가 있은 후 각도 부녀회의 활동보고

와 앞으로의 부녀회 활동계획을 토의한 후 조민자 부

녀국장의 업무지시 전달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범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부산시지부 부녀회 

한이덕 회장은 「부녀회 운영은 각 회원들의 회비로 충

당하는데 작년 한해동안 생필품 판매 등의 자체 모금 

활동으로 2백만원의 기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보고

하면서 「주요활동으로는 회원확보, 효도관광, 산업시

찰, 회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영아원 방문과 성금

전달 등으로 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승공

활동과 함께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다음날 오전에는 황현수 연수원장의 아침 강의를 청

강한 후 강화도 전적지 순례 시간을 가졌다. 각도 부

녀회 간부들은 이 시간을 통해 과거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몸바쳐 간 현장을 답사하면서 호국

정신과 승공애국관을 가일층 다졌다.

19) 외국인 승공연수교육 (1984년 1월 11일~17일)

본 중앙연수원에서 외국 승공요원 교육이 1월 11일부

터 17일까지 일주일동안 실시됐다. 

국내에서의 승공활동을 위해 내한한 50여 개국으로

부터 온 국제승공요원 2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 교육에

서 외국승공요원들은 승공운동의 본산지인 한국의 연

합간부와 강사들로부터 수준 높은 승공이론을 교육받

았다. 

이들은 일본 승공요원과 구미 승공요원들로 분리되어

서 교육을 받았으며, 동 교육에는 최용석 이사장, 박

규남 사무총장, 황인태 교수실장, 설용수 국제문제 연

구원장, 황현수 원장, 송낙환 홍보 국장, 윤정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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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등이 이론 강의를 담당하였고, 특강으로 한국어 

교습과 한국생활 풍습, 국내에서의 승공활동의 구체

적인 방안이 소개되었다. 한편 본 연수원에서의 교육

을 마친 외국승공요원들은 전국 각 시도지부의 활동

지를 배정받아 19일 각각 담당 시도지부로 떠나 승공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교육이 끝난 후 2개월 동안 국내에서 머물며 

각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전국민승공회원화 운동에 참

여하였고 한국에서의 승공활동을 경험 삼아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자국의 승공운동을 펼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전국의 각 도지부에서는 각각 외국승공요원 환

영회 등을 개최하고, 외국승공요원들의 활동 참여를 

계기로 전국민승공회원화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첫째 날은 김성일 전 사무총장의 사회로, 둘째 날은 

황인태 교수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동 대회는 1, 2부

로 나눠 진행되었는데 제1부는 이상헌 전 이사장의 

개회사, 최용석 이사장(승공궐기대회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문선명 총재께 꽃다발 증정, 문선명 총재

의 치사, 승공궐기대회에 공적이 많은 우수도지부(서

울시지부)와 모범지부(충북도지부·전남도지부)의 시

상, 문 총재의 각 지부장에 대한 기념품 증정, 유공자 

공로패 수여, 가지꾸리 겐따로 일본연합이사장의 축

사, 박보희 회장의 중남미 승공활동보고,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20) 읍·면·동 지부장급 간부 승공교육
        (1984년 4월 16일~5월 19일)

전국의 읍·면·동 지부장급 간부들에 대한 승공교육

이 4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6차에 걸쳐 2박 3일간

씩 실시돼 1천 2백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금년 초부터 승공연합이 실시한 전국민 

승공회원 화 운동으로 당초 목표인 원인 7백만명이 

외국인 승공연수교육에 참석한 세계각국의 국제승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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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됨에 따라 그들을 철저하게 승공사상으로 무장케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21) 전국 강사요원 연수교육 (1984년 7월 2일~7월 4일)

전국강사 승공이론교육이 7월 2일부터 2박 3일간 중

앙연수원에서 실시됐다. 7월 2일 오후 6시 입교식을 

한 동 교육에는 연합본 부의 국장, 부장 시·도지부장 

시도 및 시군부 상임고문 등 1백 21명의 본연합의 전

국강사들이 참석했다. 

황인태 교육국장의 「국제정세와 국가안보」 강의를 시

발로 이루어진 동 교육은 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및 대

안(설용수 연수원 장)·통일정책(윤정로 충북도지부

장)·민족사관 정립(송낙환 홍보국장)·유물사관 비

판 및 대안(최성배 총무국장)·해방신학(황 현수 기획

국장)·새가치관 정립(설용수 연수원장)·자본론 비

판 및 대안(최옥분 부녀국장) 등의 과목이 다루어졌으

며 최용석 이사장과 박규남 사무총장은 특강을 담당

했다. 

최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확보된 7백만 회원의 관리와 

교육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중심간부요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회원관리 및 조직에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교육은 앞으로 있게 될 전국리통지

부장교육에 강사로 동원 될 각급 간부들의 실력향상

을 위해 이루어졌다.

22) 운수종사자 교육 (1984년 6,028명에게)

승공교육의 요람인 중앙연수원과 이천 제2연수원에

서는 1984년에 들어 1만여 명의 승공교육생을 배출했

다. 3박 4일 내지 2박 3일로 실시되어진 연수교육은 

국제승공연합의 각급지부장과 간부 회원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

자 교육을 위탁받아서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

상으로 승공교육을 실시했다. 

84년에 들어와서 중앙연수원은 1만여 명에게 연수교

육을 실시했는데 양 연수원에서 실시한 실적을 살펴

보면, 중앙 연수원에서는 1월과 2월 2차에 걸쳐 7백

만 승공회원 확보와 한국의 승공활동 견학차 방한한 

52개국 2백 68명의 국제기동대에 1주일씩 연수 교육

을 실시했으며 11월 10일까지 21회에 걸쳐 전국승공

요원 이론연수회(읍·면·동 지부장 교육 포함)을 실

시하여 총 2천 1백 35명에게 2박 3일의 승공이론 연

수교육을 시켰다. 5월에는 전국 시·군지부장단 1백 

59명을 교육했으며 7월에는 전국 강사요원 1백 14명

에게 특별교육을 각각 2박 3일간 실시했다. 

이천 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 6천 28명을 서울시로

부터 교육을 위탁받아서 2박 3일의 승공연수교육을 

실시했으며 삼성전자 사원, 산업경영 종사자, 크리스

찬 등에 교육 장소로 연수원을 임대해 주어 8백 88명

에 승공교육을 받게 해주었다. 또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리통지부장 1백 28명에 실시한 2박 3일 승공

이론 연수교육 장소로 활용되어지기도 했다. 

84년 들어 이천 연수원에서 배출한 교육생은 7천 44

명 이었다.

23) 서울시 승공연합 각급지부 특별연수교육
        (1985년 4월 19일~20일) 

서울시 지부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천 제2연수

원에서 각 지부 운영·자문위원과 구지부장 여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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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급 간부 288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특별연수 

교육을 받았다. 동교육의 목적은 1985년도 서울시지

부 승공활동을 활성화하고 각지부간부와의 협력체제

와 회원들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24)   연수원 개원 15주년 기념식 및 연수원 수료자 

동문회 발기인대회 (1985년 5월 25일)

세계평화와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

하여 승공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던 본 연수원의 

승공연수교육 수료자들이 동문회를 결성 1985년 6월 

15일 장호원 제2연수원에서 연수원 창립 15주년 기념

회와 때를 같이하여 연수원 수료자 동문회 발기인 총

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중앙연수원과 장호원 

제2연수원을 통하여 40여만 명의 국민들에서 승공이

념으로 무장한 통일역군으로 길러 국가안보 및 승공

통일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온 본 연수원의 문선명 

총재께서 86, 88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전국민의 사상

적 재무장을 위해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현재의 연수

원에 새 연수원을 마련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본 연

수원의 승공교육을 수료한 연수생들이 문 총재님의 

뜨거운 성원을 높이 받들고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수생 동문회를 결성한 것이다. 

이 승공교육 수료자들은 동문회 발기인 모임을 통해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 손으로 쌓아보자는 굳은 결의

를 하였고 동문회기념회관 및 기념탑을 세우기로 합

의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연수원 수료자 동문회 회

칙 및 임원선정도 있었는데, 초대회장으로 박병순 씨

가 취임하여 89년까지 동문회 일을 맡아 보았다. 이 

동문회 모임의 회칙 및 관리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칙

제1장 :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의 “국제승공연합연수원 수료자 동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설립 이전의 교육활동    349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문회”(승우회-가칭)라 칭하고,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 본 회의 본부 사무실은 국제승공연합중

앙연수원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 본 회는 본 연수원 수료자 동문을 중심

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연수원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 본 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보다 효율적 승공활동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

2) 연수원 수료생 동문 친목과 발전적 승공활동

3) 동문회관 건립 및 교육 기자재 확보 및 활동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활동의 지원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 본 연수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특별회원

을 들 수 있다. 단, 특별회원으로 추대 받은 자는 6개

월 이내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제6조(구분) :   본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

분한다.

•일반회원 : 본 연수원 수료자 

•특별회원 : 본 동문회에서 추대 받은 자(제5조에 준함) 

제7조(권리) : 본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회무담당 및 제 규정을 이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내규) 준수

2) 회무 참여, 회비 납부, 본 동문회 발전에 다른 의무 이행.

제3장(의결기관) : 중앙위원회 

제9조(구성) :

제1항 :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는 중앙위원회를 두며, 

중앙위원이 곧 본 회의 중앙임원회가 된다. 운영 보조 

기구는 일반 관례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한다. 

이하 임원회라 칭한다. 

제2항(운영보조 기구) : 

•특별고문

•상임고문 

•고 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및 기타 

제10조(회의 구분) : 본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

시 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임원회는 매년 1~3월에 

실시하고, 임시 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 

할 수 있다. 

제11조(기능):본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의결 운영 보조 기구 보강 

2) 임원의 선출 

3) 사업 계획 및 결산 승인 

4) 해산 및 회칙 변경

5) 기타 주요 사항 의결

제12조(정족수) : 

1) 본 정기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

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임시 임원회의는 참석 수에 의해 개최되며, 참석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 기구 및 임원 

제13조(임원 및 기구)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임원을 갖는다.

1) 특별고문 : 1명 (연합 당해 이사장 당연직) 

2) 상임고문 : 연합 당해 사무총장 

3) 고문 : 약간명 (역대 연수원장의 역임한 자) 

4) 자문위원 : 약간명 (본 연수원 출강 교수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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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장 : 1명 (당해 연수원장 당연직) 

6) 총회장 : 1명 (중앙위원장이 임명한다) 

7)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장이 임명하며, 각 시·도, 도

지회장 당연직·각시·도지회에서 3명씩 임명) 

8) 시·도 지회 상임고문 : 시·도 지부장이 당연직

9) 분과 위원장 : 각 분과별로 둔다. (총회장이 임명) 

10) 운영위원 : 약간명(중앙위원장이 임명) 

11) 감사 : 2명 

12) 사무국장 : 1명(당해 연수부장 당연직) 

제14조(인원 선임 및 임기) : 각 시·도지부 상임고문

의 추천을 받아 중앙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유임이 가능하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 

1) 위원장 : 중앙임원회를 대표하며, 임원 및 임원회

를 관장한다. 

2) 중앙위원회 : 본 회의 의결기관이 되며, 전국 지회

를 지원한다. 

3) 특별고문 : 본 회의 활동을 보고, 지시할 수 있다. 

4) 상임고문 : 본 동문회의 활동을 보고 받고, 지회운

영을 지원한다. 

5) 고문 : 연수원의 역대 원장을 역임한 자로서 동문

회의 고문 역할을 한다. 

6) 분과위원회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업무를 

추진한다. 

7) 운영위원회 :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운영을 협조

한다. 

8) 감사 :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9) 사무국장 :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결원 임원 선언) : 결원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

한다. 

제17조(기능) :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총회 유임 사항, 심의 

2) 회칙 및 제반 규정 조정 및 제정 관리 

3)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서 작성 

4) 회원 포상 및 징계 

5) 기타 주요 사항

제5장 : 제18조(경비) :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세입으로 

충당한다.

1) 각종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익금 

제19조(예산승인) : 예산안은 임원회의 승인으로 결정

한다. 

제20조(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6장 : 상벌 제21조(표창) : 본 회의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기 또는 수

시 표창한다. 

제22조(징계) : 본 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자는 징계 위원 (임원회)

의 심의를 거 쳐 제명을 한다.

제7장 : 해산 제23조(해산) : 본 회를 해산해야 할 경

우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합이 지향하는 목적 수행에 저해가 된다고 판

단되었을 경우. 본 회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특별

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2) 임원회 2/3의 동의를 얻어 해산한다. 

제24조(재산처리) : 본 회의 해산으로 인한 재산 처리

는 연합의 재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장 : 회칙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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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칙 개정) : 본 회칙은 중앙임원의 과반수 출

석과 출석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재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5. 5. 25부터 시행한다. 

3) 기타 미비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지회관리 운영 규정

제1장 :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제승공연합연수원 수료자 

동문회(이하 승우회라 칭한다.) 정관 제3조에 의거 지

회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 본 규정에 지회라 함은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각도지회(이하 시·도 지회라 칭함.) 및 그에 

소속된 시·군·구 지회와 그 예하 읍·면·동 지회

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관리체계를 

둔다. 

1항 : 시·도 지회 및 시·군·구 지회 및 읍·면·동 

지회를 둔 다. 

2항 : 각 시·도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 지회를 들수 있으며, 그 소속은 시·도 지회 및 

시·군·구 지회의 관리하에 둔다. 

3항 : 특별지회 설치 요건은 공동 목적을 지향하는 기

관, 기업체, 단체로 구성 되었을때 가능하다. 

4항 : 특별 지회 부서는 각 읍·면·동 지회 부서에 

준하다.

제2장 : 집행기관 제4조(임원) :

1항 : 중앙 위원장은 1인 두고, 당해 연수원장이 당연

직이 되며, 본 동문회의 최고 회의기관인 중앙위원회

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각 임원을 임

명한다. 

2항 : 총 회장은 중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위원

장이 임명하며, 전국 동문회를 주관한다. 

3항 : 부회장은 2-3인을 두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고, 회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위원장이 임명한다. 

4항 : 중앙위원은 각 시·도 지회장이 당연직이 되며, 

각 시·도 지회는 3명씩 중앙위원을 두어 본 회의 의

결기관으로써 전국지회를 지원한다. 

5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동문회의 업무 향상과 

동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과 각 지회에 운

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은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야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

한다. 

6항 : 본과위원은 중앙위원 중에서 중앙위원장의 자

문을 받아 총회장이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둔다. 

1) 교육분과위원장은 회원의 자질 향상과 지도 관리

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조직분과위원장은 회원의 조직 강화와 단합에 역

점을 두고, 조직 업무를 관장한다. 

3) 구계분과위원장은 해외 연수 수료자의 유대 강화 

및 기타 국제적인 업무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4) 홍보분과위원장은 본 회의 홍보 및 보도 출판 계몽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문화분과위원장은 본 회원의 문화 향상을 위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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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문화활동업무를 전담한다. 

6) 사업분과위원장은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

달을 위한 사업업무를 관장한다. 

7) 체육분과위원장은 본 회원들의 체력 향상과 건전

한 정신을 위한 체육업무를 관장한다. 

8) 청년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여성분과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여성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0) 감사는 2인을 두고,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임

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중앙위원

회원의 추천에 의해 중앙위원장이 임명한다. 

11) 사무국장은 연수부장이 당연직이 되며,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회의에 참석,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12) 각 임원 및 분과위원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한다.

• 신원증명원서 1통 

• 사진(비자용 명암판) 1매 

• 이력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13) 각 임원의 임기는 동문회 정관 제14조에 준하고, 

재임명 될 수 있다. 

제5조(특별고문) : 

1) 본 회의 특별고문은 연합 이사장이 당연직이 된다. 

2) 본 회의 활동을 보고 받고,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1항-1) 중앙상임고문 : 

본 회의 중앙 상임고문은 연합 사무총장이 당연직이 

된다. 

2) 고문 : 역대 연수원장을 역임한자는 당연직이 되

며, 그의 약간명을 들 수 있다. 

3) 지회 상임고문 : 각 시·도·군(시)· 지회 상임고

문은 해당 지부장이 당연직이 된다. 

4) 본 동문회의 각 지회 활동을 보고 받고, 지회 운영

을 지원한다. 

2항 (자문위원) : 본 연수원 출강 교수는 당연직이 되

며, 본 회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제7조(부서) :

1) 본 회의 각 부서는 본 규정 제4조 6항과 같이 둔다.

2) 각 시·군·구 지회장은 각 도 시·군·구 지부장

의 추천을 받아 각 도 지회장이 임명하고, 읍·면·동 

지회장은 시·군·구 지회장이 임명한다. 

3) 본 회의 시·도·군(시)·구·읍·면·동 지회 각 

부서를 본 규정 상부 지회 부에 준하여 만들 수 있다. 

4) 본 지회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 별표 참조 

제8조(제반 보고서 제출) : 각 지회는 분기별 활동 결

과보고서를 매 분기말(3월, 6월, 9월, 12월)까지 중앙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업승인) : 각 지회에서 지회 자체의 행사 또

는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때는 중앙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 중앙 및 지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회에 운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 

1)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지회장 및 중앙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

으며, 그 외에도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운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자격)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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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위촉할 수있다. 

1) 본 연합 중앙연수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2) 지역 사회의 중진지도자로써 승공사상이 투철하

고, 본 연합의 이념과 목적을 찬동 지지하는 자

3) 본 연합의 정 회원 

제13조(위원장) : 

1) 중앙위원회 회장은 중앙위원장이 되며,

2) 각 시·도 지회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 지회장이 

된다. 

제14조(임원)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 : 1인(중앙연수원 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 1인(중앙위원에 임명) 

•사무국장 : 1인(연수원 연수부장 당연직)

•분과위원장 : 9인(중앙위원회에서 임명) 

•회계 : 1인(연수원 근무자)

•감사 : 2인(중앙위원회에서 임명) 

제15조(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장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연

령순에 따라 임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위원회의 회계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4)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회를 관장한다. 

5) 사무국장은 회원의 관리 및 서무업무를 관장한다. 

6) 회계는 제반 회계 및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위원 위촉) : 

1) 중앙위원은 중앙위원장이 임명한다. 

2) 시·도 지회 운영위원은 시·도 중앙위원의 자문

을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위원 임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8조(해촉) : 위원회원이 연합의 목적과 취지에 위

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지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시는 위촉권자가 해촉 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 

1) 정기 위원회는 년 4회 개최하고, (분기별)중앙운영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0인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지회 운영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의결사항) :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

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회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이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

정권을 갖는다.

제4장 : 회계 및 재정

제22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연합 보조금, 지회 자

치금, 찬조금, 기부금, 회원회비, 기타 사업 수익금으

로 충당한다. 

제23조(회비수납) : 

1) 매 분기별 중앙위원 회의 시 중앙위원이나, 운영위

원들은 회비를 수납토록 하며, 

2) 일반 회원은 년 1회 본인의 의사대로 수납케 한다. 

3) 회비 사용은 정관 제4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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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정책임) : 각급 지회장 및 그 대리자는 재정

사무를 관계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재

산상의 피해변제 및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25조(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동문회 정관 

제20조에 준한다. 

제26조(사업 계획 및 예산서) : 

1) 각 지회는 본 회의 사업 계획 지침에 의하여 매 회

계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1

월 말까지 중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7조(결산) : 

1) 각 지회장은 회계년도 계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

도 결산서를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중앙위원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결산 잉여금은 부동산에 편입되는 것을 제하고는 

익년도 수입으로 이원한다. 

제28조(폐지 회수 재산) : 기회 폐지 시 잔여 재산은 

소속 시·도 지부 또는 연합 재산으로 귀속한다. 

제29조(내규 제정과 개폐) : 본 규정은 시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내규 제정 및 개폐를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지회 설치 및 통폐합) : 중앙위원장은 지회를 

설치, 통합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제5장 : 표창 및 징계

제31조 표창 및 징계 :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동

문회 정관 제6장 제21조, 제22조에 준한다.

제6장 : 부칙

1) 발표 :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

한 후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보칙 :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정하는 운영 지침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발기인 총회가 있는 이후로 승공연수교육 수료자 동

문회에서는 동문회 사업기금을 조성하여 1987년 1월 

“승공교육요람”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그 동안의 

연수원 활동을 각계각층에게 소개 하고자 연수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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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교육안내, 교육이론 강좌 연수생들의 소감문, 승

공요원들의 활동사례를 묶어 한권의 책으로 발간한 

이 승공교육요람은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도 보내져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였다.

또한 1987년 6월 15일에는 개원 18주년기념식과 함께 

동문회 기념탑 제막식을 갖기도 하였는데 동문회 기

념탑은 본 연수원 현관에 세워져 앞으로 본 연수원을 

찾는 모든 교육생들에게 승공사상의 위대함과 그 뜻

을 기리도록 하였다.

25) 레크리에이션 교육 (1985년 5월 27일~29일)

제1기 전국 승공지도자 레크레이션 교육이 5월 27일

부터 2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앙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남자 29명 여자 55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는 집단

놀이 지도법, 포크댄스 지도법, 반주법, 지도력 개발, 

율동놀이 지도법, 리듬체조, 파티 진행법, 프로그램 

작성법, 그룹 지도와 종합복습

26) 승공대학생 연수교육 (1985년 6월 27일~6월 29일)

전국 대학생 승공이론, 연수교육이 6월 27일부터 29

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실시돼 중앙연수원에 2백

여 명의 대학생 회원들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청소년국의 주관으로 심화되어지

는 대학가 의 일부 대학생들의 좌익화에 대처하기 위

해서 대학생들의 승공 이론 무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번 교육에는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마르크스

의 인간소외론」, 「공산주의 철학 비판」, 「공산주의의 

역사관 비판」, 「미국 카우사 활동 소개」, 「새 가치관 정

립」, 「해방신학 비판」, 「공산주의 경제학 비판」등의 제

목으로 승공연합 박규남 사무총장을 비롯 연합본부의 

국장 등과 설용수 중앙연수원장이 담당하였다.

27) 대학생 승공연수교육 (1986년 1월 7일~9월 16일)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애국학도들의 지성을 

모아 ‘전국 대학 이데올로기 연구회'를 결성하고, 새이

념권 학생운동을 전개 하고자 본 연합 청소년국에서는 

뜻있는 전국 대학생들에게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였다. 

• 1월 7일~1월 9일 224명

• 2월 12일~2월 14일 93명

• 2월 14일~2월 16일 66명 

• 2월 21일~2월 16일 66명 

• 5월 31일~6월 1일 245명 

• 9월 14일~9월 16일 78명

    총 829명이 교육을 받았다.

본 연수원 현관에 세워진 중앙연수원 수료자 동문회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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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운수종사자 새마을연수 교육
        (1986년 1월 30일~10월 18일)

운수종사자 새마을연수 교육이 1월 30일부터 용인 연

수원에서 실시됐다.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바른 국가관과 질서의식을 배양하여 86, 88년 서울올

림픽에 대비해 문화국민의 질서함양에 목표를 두고 

본격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2박 3일간 128명의 교육

생을 비롯, 18기 동안 4천 7백 71명이 연수교육을 받

았다. 

교육을 받은 이들은 86, 88 양 서울올림픽에 외국인 

관광객 및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국민으로서 

면모와 친절한 서비스정신을 발휘하게 되었다.

29) 제주도지역 승공요원교육 (1986년 2월 11일~21일)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 제주도에서 승공지도자 

600여명이 3박 4일간 용인 연수원에 입소하여 승공

사상 교육을 받았다. 

2월 11일~14일, 18일~21일 두 차례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제주도지역 승공요원 교육에는 문선명 총재가 

직접 참석, 격려사를 통해 제주도는 앞으로 제2의 홍

콩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사상적인 면에서 취약지구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제주도민 전체가 승

공사상으로 무장되어 제주도가 勝共의 道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경옥 지부장의 인솔로 연수원에 입소한 수련생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비판과 대안’ ‘민족사관 정립’ ‘국

제정세’등의 강의를 들었다.

30) 청년회장단 연수교육 (1886년 3월 17일~19일)

전국 시·군·구 청년회장단 특별연수교육이 3월 17

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용인 중앙연수

원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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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200여 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된 동 교육은 1985년의 청년회 활동실적 분석과 평가 

및 1986년도 활동목표와 지침을 실천에 옮기는 방안

을 연구·검토하고 이론과 실무교육을 함으로써 청년

회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31) 중앙위원 초청 연수교육 (1986년 4월 19일~20일)

제1차 중앙위원초청 연수교육이 4월 19일부터 20일

까지 실시되어 200여 명이 연수교육을 받았다. 

교육과목은 섭리적으로 본 한민족의 사명(최용석 회

장), 네오마르크시즘(황인태 교육국장), 현대 좌경 

사상(황현수 기획국장), 공산주의의 전략전술과 역

사관(설용수 연수원장) 등이며, 5월 24일~25일 121

명, 6월 14일~15일 55명의 중앙운영위원이 교육을 

받았다.

32) 용인에 중앙연수원 개원 (1986년 5월 29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승공사상을 심어 주었던 이천 제

2연수원이 개원한지 6년만인 1985년 10월 30일 사정

상, 철수하고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89-3번

지에 새 연수원을 마련하였다. 

새 연수원은 6천 5백 평의 대지위에 2천 71평 규모의 

최신식 숙박시설을 갖춘 연수장이다. 

용인 연수원은 문선명 총재의 특별배려로 1985년 7

월에 착공하여 1986년 5월 29일 개원식을 가졌다. 그

러나 개원식이 있기 전 공사가 마무리 단계일 때인 

1985년 말부터 연수교육은 실시되었다. 이 연수원 개

원식에는 대내외 인사를 비롯 4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박원근 연수부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약력보고, 시상식 설용수 원장의 개원인사, 본 연합 

최용석 회장의 격려사, 이재석 상임고문의 축사, 김영

휘 부총재의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시·군·구 청년회장단 특별연수교육에 참석한 국제승공연합. 각 지부 청년회장들이 한국문화재단 박보희 총재와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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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개관된 동 연수원은 강의실로는 대강당 1실

(400석), 중강당 3실(200석), 소강당 2실을 갖추었고 

교육시설로는 교무실 2실, 도서실 1실, 교환실 1실, 

진행실 4실, 시청각실 1실, 교수실 1실이 있으며 생활

관으로는 일반숙소(450명 수용)와 VIP숙소(72명)를 

갖추었다. 기타 식당(400명 동시 수용), 배구장, 샤워

장, 탁구장, 산행 훈련장, 주차장등 최신식 시설을 갖

춘 국내 최대의 맘모스형 교육장이다.

33) 統一그룹산하 임직원 사상교육
        (1986년 5월 22일~6월 22일)

국제승공연합 후원으로 통일그룹 자매기관·기업체 

임직원 연수교육이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4차

에 걸쳐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됐다. 1차 교육에는 

주식회사 일화, 일신석재 주식회사, 한국티타늄 주식

회사 등의 기업체와 국제문화재단, 초교파협회 등의 

기관에서 201명이 참석하여 승공사상과 통일사상을 

수강했다. 이번 교육은 統一그룹 및 財團산하 임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34) 이북 5도민 승공교육 (1986년 6월 2~3일) 

6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이북 5도민 234명이 

참석하여 상호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승공이념을 더

욱 공고히 하기 위해 승공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제1일에는 오후 2시에 서부역에서 출발, 3시

에 개회식을 가진 다음 4시부터 강좌를 시작했다. 

저녁에는 멀티비젼을 시청한 다음, 화동회 시간을 가

짐으로써 상호 친목을 다졌다. 2일째는 오전 8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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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좌, 오후에는 연합활동을 소개하는 영화를 시청하

고 이어 폐회식을 가졌다.

교육과목은 ‘변증법적 유물론’ ‘공산주의 전략전술’ ‘자

본론 비판’ 등이었다. 

1차적으로 이북 5도민 1만 명을 승공사상으로 무장시

키기 위해 6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 2기 6월 10일~6월 11일 168명 

 • 3기 6월 13일~6월 14일 160명

 • 4기 6월 17일~6월 18일 90명

35) 서울시 구·동지부 임원 승공이론 교육
        (1986년 11월 4일)

서울시 구·동지부 임원 승공교육이 11월 4일 최종적

으로 실시되었다. 그동안 읍·면 동지부장에서부터 

여러 각계각층에 승공 이론교육을 확산 시켜 전국민

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그중의 하나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지부 임원교육이었다. 이 

교육은 1986년도 한해동안 총 7회에 걸쳐 1,359명의 

임 원 승공요원을 배출하였다.

36) 대학생 승공원리 교육 (1987년 1월 21일~23일)

대학생 승공원리 교육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이북 5도가 주관하는 가운데 서울 일원

의 이북 5도민 2세들을 대상으로 130여 명의 대학생

들이 참석했다. 

교육 진행은 첫 날인 21일에는 오후 3시 30분부터 입

소식을 시작하여 첫 강좌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비판 

및 대안(설용수 연수원장)과 시청각교육, 레크리에이

션 등의 순으로 첫날 교육을 마쳤다. 

22일에는 유물사관 비판 및 대안(유종관 총무국장), 

자본론 비판 및 대안(최성배 조직국장), 급진좌경 사

상(황인태 도지부장), 민족주체사관(송낙환 교수), 특

강(이기원 교수) 등의 순으로 다섯 강좌를 청강했다. 

용인에 위치한 현재의 본 연수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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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에는 김중수 교수로부터 승공원리 중 2강좌를 청

강한 후 오후 2시에 수료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공산주의의 허구성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새가치관 정립

에 많은 도움을 얻은 교육기간이었다고 소감문을 통

해 말했다. 

또 분단의 비극을 몸소 체험한 이북 5도민의 자녀로

서 더한층 승공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사상무장에 더

욱 앞장설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37) 서울 일선지부 시민안보의식 고취
        (1987년 3월 23일)

구지부 임원교육에 이어 동지부 임원교육, 통지부장 

교육 강화를 통해 조직요원 사상무장을 서두르고 있

는 서울시 지부는 이번 교육을 조직점검 및 활동 강

화의 계기로 삼고 3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통지부장 

교육이 실시됐다. 

서울시지부(지부장·김우정)는 87년에 실시하는 교

육의 목적을 지난해 서울 전역에서 실시됐던 통지부

장 교육, 반지부장 교육 등을 통해 선임됐던 조직원

들을 재점검하고 결손지부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 색출

과, 시민사상 무장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승공반좌담

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밝혔는데, 이 교육은 지부활

성화에 크게 기 여했다. 

매회 2백여 명이 참석한 이 교육은 서울에서 10시경 

용인 중앙연수원으로 출발, 11시 30분 입소식을 가짐

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제1강좌 새 가치관 학립(김찬

호), 제2강좌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최옥분), 제3강좌 

한민족의 사명(윤덕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육의 효과를 위해 산업시찰도 겸해 실시하고 있

는데 교육 참석자들은 귀가길에 ‘주식회사 일화’ ‘OB

맥주 이천공장' 등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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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부는 이번 통지부장 교육을 통해 조직원 사

상무장은 물론 상호 친목도모에 기여함으로써 조직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서울시의 각 구지부에서는 이번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매달 월례회를 개최, 활동 강화를 서두

르고 있으며, 일부 지부에서는 1일교육과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38) 읍·면·동지부 승공지도자 교육
        (1987년 4월 1일~3일)

본 연합의 87년 활동지침인 ‘범국민 정신의 승공원리

화 및 가치관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일선지부 요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읍·면·동 지부장 및 임원, 시

군지부 임원들이 참석했던 이 교육은 중앙연수원에서

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실시했다. 1차 교육은 87년 4

월 1일~3일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2차

는 4월 30일~5월 2일, 3차는 6월 1일~3일 등 교육

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실시한바 있다.

1차 교육에서는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및 대안, 민족사관, 자본론 비판 및 대

안, 급진 좌경사상, 통일 사상, 통일정책에 관한 특

강, 시청각 교육(나는 자랑스런 한국인, 나라 잃은 설

움) 등 여덟 강좌를 실시하고 레크리에이션, 단합의 

밤 등의 시간도 마련, 참석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

한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의 참석자들은 소감문에

서 “이번 교육을 통해 승공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사

명감을 느끼게 됐다”,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는 승공

읍·면·동지부 승공지도자 교육에 참석한 전국 각 지부회원



36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고 승공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

을 결심했다” “교육기간이 짧아서 아쉽다” 등의 교육

소감을 밝혔다.

39)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이북 5도민 교육
        (1987년 7월 22일~7월 29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순수한 민간단체

로서 본 국제승공연합자매 단체로서 남북통일운동국

민연합이 창설됨에 따라 사상과 이념을 같이하는 승

공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에서 앞으로 다가올 남북총선

거에 대비 전국민이 사상무장을 위해 승공교육을 시

도함에 따라 이북 5도민을 비롯 시·도지부 별로 승

공교육을 펴나갔다. 그리하여 본 연수원에서도 1987

년 7월 22일~23일까지 24명의 이북 5도민 승공교육

이 실시되었고, 7월 28일에서 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에는 서울시지부 주최로 남북통일을 위한 승공이

념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모

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국민의 협동 단결된 힘을 

모아 통일을 앞당기는데 굳은 각오를 다짐했다.

40) 대학생 승공교육 (1987년 12월 13일~15일)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북통일운동에 대한 

대학생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한 일환으로 대학생 승

공교육이 실시되었다..

본 연합 대학생 모임인 이데올로기 연구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동 교육에서는 남북통일운동의 실천의

지 함양,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비판능력 배양, 공동체

(주)통일 사원연수교육에 참석한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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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함양, 전국 회원 상호교류 및 친선도모의 면에서 

교육의 효과를 올렸다. 

12월 13일~15일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한 2박 3일 일

정의 제10차 대학생승공이론 연수회에는 경희대·부

산대·대구대·인하대·강원대·충북대·안동대 등 

전국 15개 대학에서 이데올로기 연구회 간부 50여 명

이 참석,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 교육에서는 국제정

세와 한국의 안보(설용수 연수원장), 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및 대안(정판기 조직국장), 유물사관 비판 및 대

안(유종관 총 무국장), 자본론 비판 및 대안(최옥분 여

성부장), 통일사상 특강(이병규 사무국장), 남북통일

과 대학생의 사명(조동호 대학생부장), 급진 좌경 사

상(황인태 교수) 등의 강좌에 이어 영화상영, 그룹토

의 친선을위한밤 등의 시간을 가졌다.

41) (주)통일 사원연수 교육 (1988년 1월 4일~11월 5일)

본 연합의 기관 가업체의 하나인 (주)통일 사원 연수

교육이 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8회에 걸쳐 3,000

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주로 신입사원 연수교육 및 특별간부교육과 

사원 연수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회사의 경영

이념 및 통일교 원리를 직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통

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회사를 주인으로서 회사를 사

랑하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직업윤리

의식과 뚜렷한 직업관을 확립토록 하여 노사가 공히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주)

통일 사원 연수교육의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월 5일~18일 : 간부 14일 원리수련 

• 1월 4일~9일 : 사원 연수교육, 124명

• 1월 11일~16일 : 사원 연수교육, 140명

• 1월 18일~31일 : 간부 14일 원리수련, 58명 

• 1월 25일~30일 : 사원 연수교육 142명

• 1월 31일~2월13일 : 사원 연수교육 58명

• 2월 2일~2월 6일 : 사원 연수교육 148명

• 2월 8일~2월 13일: 사원 연수교육 145명

• 2월 22일~2월 27일 : 사원 연수교육 150명

• 2월 29일~3월 5일 : 사원 연수교육 152명

• 3월 7일~3월 12일 : 사원 연수교육 143명

• 3월 14명~3월 19일 : 사원 연수교육 146명

• 3월 21일~3월 26일 : 사원 연수교육 155명

• 3월 28일~4월 2일 : 사원 연수교육 150명

• 3월 24일~4월 2일 : 150명 사원 연수교육

• 4월 11일~4월 16일 : 138명 사원 연수교육

• 4월 14일~4월 23일 : 60명 신입사원 21일 원리교육

• 4월 18일~4월 23일 : 164명 사원 연수교육

• 4월 27일~4월 28일 : 60명 신입사원교육 

• 5월 2일~5월 7일 : 150명 사원 연수교육

• 5월 9일~5월 14일 : 128명 사원 연수교육

• 5월 16일~5월 21일 : 141명 사원 연수교육

• 6월 6일~6월 11일 : 117명 사원 연수교육

• 6월 20일~6월 25일 : 117명 사원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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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7일~7월 2일 : 129명 사원 연수교육

• 7월 4일~7월 9일 : 135명 사원 연수교육

• 10월 24일~10월 26일 : 54명 사원 연수교육

• 10월 31일~11월 5일 : 41명 사원 연수교육

42)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중형택시) 연수교육
        (1988년 3월 14일~1988년 8월 20일)

세계인의 대축제인 88올림픽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교통

편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모범운전자들에게 내준 

중형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교육이 본 연수원에서 실

시되었다. 

서울시의 위탁으로 본 연수원에서 실시된 동교육의 

과목으로는 '개인택시 운영과 관리’ ‘택시 선진화 대책’ 

‘국제정세와 우리의 안보’ 및 외국관광객들을 위해 운

전자 영어교육도 실시되었다. 또한 88올림픽제전에 

대비하여 거리 질서 및 교통질서 교육에도 역점을 두

었다. 동 교육은 5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2박 3일

간 6회에 걸쳐 1,435명이 교육을 받았다.

43) 연수원 사보 연포(硏浦) 지 발간 (1988년 4월 3일)

1970년 개원 이래 그동안 85만여 명의 승공교육생을 

배출 전국민의 사상무장 및 국가안보에 지대한 역할

을 수행해 온 본 연수원 에서는 연수원의 더 나은 발

전을 기하고 연수원 직원들의 정서함양 및 지적발달

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에게는 연수원 의 

발전모습 및 연수활동을 소개하고 건전한 읽을거리

를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환으

서울시으 위탁으로 본 연수원이 실시하는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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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수원 사보인 연포(硏浦)를 발간하였다. 이 「연포

지」는 1988년 4월 3일 창간호를 제작한 이래 계간으

로 계속하여 제작하고 있다. 

내용은 주로 연수원의 활동내용을 담은 뉴스와 교육

생들의 교육소감문, 연수원 직원들의 해외 여행기, 및 

연수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우문예를 싣고 있다.

44) 대학생 승공세미나 (1988년 6월 30일~7월 2일)

일부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이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

식과 환상으로 오히려 민족공동체 회복에 장애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표명이 나오는 가운데 본 연

수원에서는 88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92명의 

대학생들에게 승공세미나를 개최, 공산주의에 대한 

허구와 실체를 정확히 파악케 하여 사상무장이 전제

되어야만 이 북한과의 통일논의를 할 수 있음을 이들

에게 인식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본 연수원에서 실시된 제11차 대학생 승공이론 세미

나에서는 '남북통일과 대학생의 사명’(정판기 조직국

장)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설용수 연수원장) '급진

좌경사상'(이연우 순회사) ‘변증법적 유물론’(정판기 

조직국장) '좌경 학생운동의 실태’(김영학교수) '유물

사관’(유종관 총무국장) 등의 강의와 아울러 통일문제

에 대한 그룹토의, 특강으로 김중수 강사의 승공원리

강의 등으로 그 일정이 이루어졌다.

또 同세미나 후 시상식도 있었는데, 공로상에는 김영

필 학생장(인하대 4년), 모범상에는 김현수 총무(대구

대 1년) 등에게 각각 주어졌다. 

정판기 조직국장은 '남북통일과 대학생의 사명'이란 

주제 강연에서 “일부 대학생들의 감정적인 통일운동

은 지양되어야 하며, 공산주의의 실체와 허구성을 파

악한 후 북한과의 통일논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문제 그룹토의에서는 “통일운동은 우선 북한

과의 동질성 회복과 정부의 신뢰성 회복이 전제조건

이 되어야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同세미나에 대한 평가회를 7월 4일 본부회의실

에서 가졌다. 조동호 대학생부장을 비롯 김영필·최

진명·김용로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평가회

의서, 이번 교육이 대학생들에게 공산주의의 허구성

을 정확히 파악, 승공사상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었

음은 물론 동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을 이데올로기 연

구회에 가입시켜 학생운동을 앞으로 더욱 활발히 전

개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45) 문인협회 22명 승공원리 교육 (1989년 4월 1일~4월 2일)

승공요원이 전국적으로 각 계층별로 확대되어감에 따

라 문인협회에서는 22명의 회원들이 스스로 자원하

여 승공교육 및 원리교육을 받았다. 4월 1일~4월 2일 

동안 시종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고 이를 이어 5월 19

일~5월 21일에는 한국예술인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예술협회 회원들의 수련이 있었다.

10월 31일~11월 1일에는 31명의 예술인협회 회원이 

교육을 마쳤다.

46) 시·군·읍·면·동 승공요원 교육
        (1989년 2월 21일~1989년 12월 23일)

본 연합 시·군 지부 간부들에 대한 승공사상 연수교

육이 1989년 2월 21일부터 2박 3일간 매달 1회씩 12

월 23일까지 총 10회 본 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전국 승공지도자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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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국민안보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량과 

주민정신 교육을 위한 지도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교육은 89년 2월부터 1개 시·군지부에서 동지부

장, 여성회장, 사무국장 등 3명씩 간부들이 선발되어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데 1989년 말까지 10차례에 

걸쳐 연인원이 951명에 이른다. 이 교육의 강의 내용

과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 공산주의 철학 비판 및 대안(정판기 조직국장)

 • 유물사관(유종관 총무국장)

 • 공산주의 전략전술(설용수 연수원장) 

 • 주변정세의 통일전망(설용수 연수원장)

 • 자본론(최낙윤 연수원 부원장) 

 • 민족사관 정립(이연우 강원도 학사교구장)

• 마르크스 인간소외론(김흥태 인천북부·경기도 지부장) 

• 급진좌경사상 비판(황선조 국민연합 교육부장)

• 사회주의 경제이론 비판 및 대안(안호열 청년차장) 

등 아홉 강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교육을 마친 후 소감

발표에서 지역감정 해소에 앞장 설것과 주민 안보의

식 고취, 승공사상 및 새 가치관 정립에 솔선해 활동

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내외 정세가 다변화 양상을 보임

에 따라 좌익세력들의 책동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번 교육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군읍면동 승공요원교육에서 교육생 대표가 수료식중 수료증을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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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승공교육  
승공이론 중요과목

국제사회 변동에 따른 남북통일의 전망

1. 중·소의 화해와 한반도

1980년대 말의 세계정세는 넓게는 범세계적인 정치

적 화해와 지구상의 평화공존, 경제적 실리추구 등이

고, 좁게는 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의 자기 

변신이다. 중국은 1977년 8월 제11기 3중전회(3中全

會)에서 등소평을 위시한 새 지도체제의 지도자 들은 

장기적인 근대화 달성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중국

경제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구조적 개편을 단행했다. 

그런가하면 소련은 현재 57세의 젊은 지도자 고르바

초프가 1985년 3월 정권을 장악한 이후 활발하게 국

내외에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발상(New Ideas)의 여파

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라는 유행어를 낳으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

한 파급효과는 특히 국제질서의 재편에 촉매제 작용

을 하고 있음은 물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상태의 세계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

다. 그 예로 이란과 이라크가 소모적인 전쟁을 끝내고 

극적인 휴전을 했는가하면 1970년대 초에 조성되었

던 데탕트를 초긴장으로 몰아넣은 아프칸사태는 결국 

소련군의 조건 없는 철수로 서서히 막을 내렸다. 

그런가하면 31년 동안 같은 공산국가이면서도 서로

가 서로를 비난시해 왔던 중국과 소련이 새로운 관계

를 정립하기 위해 1989년 5월 소련 수뇌부가 북경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중국방문은 중·소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캄푸치아에서의 베트남군의 철수를 약속했고 

중·소 국경을 따라 아시아 동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

는 소련군 26만명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것을 시사했

고 몽고에 있는 소련군 병력의 3/4을 철수할 것을 선

언했다. 이러한 소련측의 일방적인 긴장해소의 천명

은 오랫동안 견원지간 (犬猿之間)이었던 중·소 두 나

라 사이도 이념적 패권적 굴레를 청산하고 경제개발

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에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양보는 소련이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해 7,5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맞대고 중국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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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는 화해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는데서 나온 것이다. 

동·서간에 신데탕트 기류와 개방과 교류, 협력과 화

해가 강조 되는 시기에 30여년간의 반목을 씻고 북경

에서 중소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것은 한반

도 상황의 변화가능성에 매우 고무적인 요인이 될 수

도 있고 불안한 요인일 수도 있다. 사실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한반도 문제만큼 복잡한 요소를 내재한 채 표

류를 계속하는 국제 문제도 드물었다. 이것은 이 지

역에서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되어 

있는가하면, 동서의 이념대결의 각축장으로서 숨가

픈 군사대결장으로서, 그 어떠한 대화의 가능성마저 

배제된 채 냉전의 유물을 상징하듯 40여년을 같은 문

제. 같은 고민으로 지속해 왔었다. 

한국에서의 긴장과 불안은 중국과 소련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게도 이득 될 것이 없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점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모택동사후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은 한·중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시

켰고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한국과 

소련의 기초적인 관계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 한국과 소련 그리고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개선

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사이 미국과 일본의 대북

한에 대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과 소련의 새로운 접근으로 양국간의 국방비 삭

감은 상호 간의 긴장고조 대신에 긴장완화에 기여하

게 될 것이고 양국간의 독자적인 외교적 이니셔티브

가 상상을 초월한 데탕트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이다. 평화적인 경제발전의 경쟁은 이념을 초월한 모

든 당사국들의 능률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 

국제승공연합에서 발행한 도서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설립 이전의 교육활동    369

YEARS

CHUNGANG LABOR
ECONOMIC 
INSTITUTE30

긴장 완화는 어느 블럭이든 스스로의 이니셔티브의 

행사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현재 북한에 대하여 취한 외교적 완화조치와 

고르바초프의 사고의 대전환 중국이 밀고 나아가는 

실용주의 노선을 남북한 당사자들은 다같이 깊이 음

미하여 민족의 활로와 평화의 접 근이 어디에 있는지

를 인식하고 그것에 접근하도록 적극적인 시도가 필

요하다.

2. 급격한 동유럽의 변화와 북한

80년대를 마감하는 1989년은 동유럽공산권의 바탕을 

흔들어 놓은 변화를 가져온 기억할만한 해이다. 이러

한 변화와 함께 한국 외교에도 획기적인 결실을 가져

와 정부수립 41년만에 헝가리와 폴란드 등 알바니아

를 제외한 동구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가 이루

어졌다. 폴란드에서 자유노조가 중심이 되어 비공산 

거국 내각이 출현하였고, 자유선거를 치러보니 공산

당이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할 결정을 가져와 공산권 

전체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헝가리에서는 집권 공산당이 스탈린방식의 공산주의 

통치 원칙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당을 자체 해체함

으로써 사회주의 역사상 획기적인 사태가 발생하였

다. 새롭게 창당된 사회당은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

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요체

를 당강령에 명시하였다. 또한 헝가리 의회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청산하고 다당제를 채택하는 헌법을 재정 

하였으며 국호까지도 '인민공화국’에서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동독에서도 정권교체와 이에 따른 개혁이 시작되었

다. 지난 18년 동안 탄탄한 정치기반 위에 공산권에

서 가장 지속적이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민

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듯 했던 호네커가 국민들의 개

혁 요구를 묵살하고 경직된 체제를 고집하다 물러나

고 말았다. 그가 후계자로 키워 온 덴곤크렌츠가 동독 

국가의 회의장겸 사회주의 통일당 서기장에 취임하여 

자신의 과거 정치 노선을 수정하기에 이르렀고 동·

서독의 통일이 가시화 되었다.

루마니아 역시도 끝까지 공산주의 사수를 고집하며 

대인민 학살을 자행했던 차우체스코가 국민들에 의해 

처형당했고 사실상 공산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

주의 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동유럽 국가들의 급속한 변화는 마르

크스와 레닌의 이론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마르크스

는 사회주의 사상의 배경을 이루는 역사적 유물론에

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의 변천은 역사적 법칙으로 

어느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으며 자본주의는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와같은 역사적 희망을 중

지·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 분명하

므로 무의미하다고 선언했다. 

한편 공산주의 국가들이 통치의 이론적 근거로 삼아

온 레닌의 국가론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을 

완수하는 것을 과제로 부여 받을때 비로소 존재할 가

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

의 지배계급인 근로자의 전위기능을 가진 공산주의 

정당의 교시에 따라서만 통치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이

론 들은 최근 동유럽에서 나타난 현실에 의해 오류임

이 판명되었다. 

규모나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에 있

어서는 하나의 압력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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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함으로써 폐쇄 속에 묶여온 북한 주민을 설득시

키기 위해서도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특히 동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이주했던 

사실은 개혁을 하지 않았다던 집권층의 의지가 알려

진 후에 대규모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 큰 경종이 될 것이다. 동독은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3천달러로 공산권에서는 가장 잘사는 나

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폐쇄와 억압에 염증을 

느껴 생활 근거지를 버리는 것도 감내하면서 서독으

로 이주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줄을 지어 일어나

자 동독정부는 대결단을 내려 마침내 동서독의 베를

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반면 북한은 현재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체제에 있어 서도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말기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변화하기 시작

한 동유럽 의 상황은 1990년대에도 더욱 확대되고 질

적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

이 도도히 흐르는 세계사적 물결 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3.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남북통일전망

금세기를 마감하는 90년대는 우리민족의 열망인 남

북통일문제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통일의 성취까지는 기대 할 수 없을지 몰라

도 사실상의 통일에 상당히 접근하는 10년간이 될 것

이다. 예상되는 국제정세 변화도 한반도문제의 평화

적 해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

소간의 화해와 협력을 기축으로 하는 신데탕의 진전

은 결국 얄타체제로 불리는 전후(戰後) 질서를 근본

적으로 변화시켜 21세기로 이어질 신질서를 탄생시킬 

것으로 신질서는 이데올로기의 퇴색과 동맹안보체제

에의 불신을 특징으로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민족주의 

기운의 고조, 신중상주의적 각축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미 국제적 토의의 대상이 된 

동-서독의 통일문제는 유럽 통합의 테두리내에서 일

정한 진전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질서의 재편은 동서 냉전 구조 속에서 비롯

된 한반도 분단문제에도 자극을 주어 그만큼 현상변경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민주화와 자유화를 향한 소련 및 동구권국가들의 개

혁개방 움직임은 비록 시차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중

국 그리고 마침내는 북 한으로 밀려들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수교하는 동구권 국가들은 계속 들어나 

오는 90년이나 91년에는 쿠바, 알바니아처럼 고립주

의적 교조적인 사회주의 국가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한국에 대사관을 설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소련, 중국도 결국 한

국을 승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두개의 한국」이 인정되는 것이며 「하나

의 조선」을 대내외정책의 기초로 삼아온 북한에 근본적

인 정책변경을 강요하는 사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순응하기 보다는 守

田主義(수구주의) 노선을 걷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제 조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아마도 북한의 변화는 92-95년을 전기로하여 일어날 

것이다. 92년은 김일성의 나이가 80세가 되는 동시에 

그의 공식 후계자인 아들 김정일의 나이가 50세가 되

는 의미심장한 해이다. 

노쇠현상이 현저한 김일성이 90년대의 어느 시점에서 

사망할지 도 모른다. 「제도적 지배」가 아닌 「인격적 지

배」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북한의 권력구조는 김정일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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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체제가 아니라 집단지도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도 90년대에는 많은 변화가능성이 점쳐지

고 있다. 80년대 후반기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

체제로의 이행기였다면 90년대 초반기는 민주체제의 

진전 및 정착기가 될 것이다. 89년도의 핵심정치과제

였던 5공 청산작업이 여야간의 대타합대로 완료되었

고 90년부터 각종 법령개발, 지방자치제 실시 등이 

주요과제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고 92년에는 새 대통

령선거가 있게 된다. 새 대통령 선거는 지난 87년 대

통령 선거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민선대통령이 선출

되기 때문에 각종 대내외 정책이 새로운 시각에서 추

진될 가능성이 있고 선거를 전후해 정계재편 내지 정

치제도 변경 가능성도 있어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될 것

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도 92년에는 미국에서도 대통

령 중간선거가 시작된다. 미국의 대한 정책 변화 가능

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4. 남북 총선거에 대비해야 할 때 

앞으로 김일성도 이제 무력전쟁은 포기하게 될 것이

고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른 통일전선을 구축해 갈것

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미국과 소련

이 한반도문제를 한국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앞으로 단시

일 내에 통일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미루어 생각해 

보건데 북한도 불원간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이념과 사상을 전개해 나갈 것이

라는 예상이다. 이제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개방된 상

태에서 사상전이 시작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남북총선거」를 들고 나온다는 것이다. 남북총선거를 

들고 나왔을 때 다행히 우리가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

달되어 있으니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왜냐

하면 남한은 이익정당이고 북한은 이념정당이기 때문

이다. 남한에는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북한은 가난하지만 

평등한 기반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

자님 말씀에도 “백성은 일찍이 가난을 탓하는 것이 아

니라 차이를 탓한다.”했다. 

우리 경제는 현재 GNP는 높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가 평등하게 되면 가

난하지만 응집력, 상징조작이 잘 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대표가 우리나라에 오면 으례적으로 하

는 말이 있다. 

“일천만은 비슷하고 일천만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

다 하지만 이천만의 해방동포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가 대단히 중

요한 문제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

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불원

간 실시할지도 모를 남북총선거 에 북한은 다음과 같

은 다섯가지의 우월성을 들고 나올 것이다.

 • 세금 없는 나라

 • 누구나 태어나면 밥 먹는 나라

 • 의료보험 없어도 병원 갈 수 있는 나라

 • 학교는 걸어만 가면 되는 나라

 • 결혼하면 주택은 공급되는 나라

이러한 내용을 들고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산골짜

기 농민, 빈민, 저임금 근로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

느냐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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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다하면 그 말을 이해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가 무슨 세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식량 배급을 줄때 줄여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병원에는 약이 없고 시설이 부족한 형편인데, 말 그대

로 믿었다가는 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범국민적 계몽을 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이 과연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느

냐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북한은 이념정당이기에 노동당 이외의 모든 

당들은 들러리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모두 이익정당이기에 각 이익집단을 대변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결국 남한은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이 불가

능한 이익 정당이다. 지난번 두차례의 선거에서 경험

해 볼 수 있었듯이 3김 씨가 민주화를 한다더니 서로 

힘을 모았는가?

앞으로 남북총선거가 있다면 마지막 찬스라 하여 더 

나오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남한 정치가들의 리스트를 5대 조까지 

조사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청문회 정도 이상의 

많은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다. 심지어 남녀문제까지 

상세히 조사해 놓고 있다한다. 

남한통일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다함께 뭉쳐야 한다. 

3·1운동때도 다 같이 뭉쳤듯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

다. 금후의 문제는 또한 이익정당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분단 상황은 단일 민족의 동질성의 상실이며 민족공

동체의 분열이고 우리 민족의 번영을 가로막는 커다

란 사슬이다. 이러한 분단 비극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

북한 간에 경제적, 정치적 접촉이 있기는 했으나 상호

간의 의견대립으로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없었고 통

일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게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제는 국제적으로나 한반도 내부의 남북관계에서나 남

과 북이 어짜피 개방하고 교류하고 여건으로 보아도 

머지않아 남과 북이 더 이상 대결과 적대를 계속 고집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휴전선의 빗장이 뽑혀질 수 있는 국제적, 국내적 

여건이 날로 성숙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남북통일의 

문제는 결국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

실에 이르게 된다. 그 방법으로서 휴전선의 빗장을 뽑

아버리고 남과 북이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남북 총선

거를 통한 하나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길이 유일한 

평화통일의 길이라 본다. 

우리는 다가오는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두 방향의 대책, 즉 사상

전에의 대책과 심리전에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자를 

위해서는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후자

를 위해서는 사랑의 운동이 필요하다.

공산주의의 종언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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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戰後의 共産主義 張

2차대전 후, 미국을 중심한 자유 진영은 공산주의 진

영과의 대결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평화 공존 데탕트 

등의 위장 평화 전략과 자유주의 국가간의 이간 공

작 및 내부 교란 작전 앞에 어이없이 패퇴만을 계속

해 왔으며, 대전후에 형성되었던 對共包圍網 [NATO, 

CENTO(METO), SEATO, ANZUS, OAS 등의 對共

防圍條約機構]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NATO를 제외하

고는 거의 해체되었거나 유명무실화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2차대전 전에는 불과 2개국(소련과 외몽고) 

밖에 되지 않았던 공산주의 세력은 대전 후 오늘에 이

르기까지 40년간 32개국을 적화시켰으며 그 때문에 

세계의 총 인구 48억중 36%인 17억의 인구가 공산 감

옥에 갇히고 말았다. 

공산주의(특히 소련)의 세계적화 야욕은 더욱 노골화

하여 갈 뿐 아니라 그 방법 또한 잔학해가고 있다. 살

인, 납치, 파괴, 폭파, 방화 등 각종 테러와 만행을 서

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세계적화 음모는 지금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도 자유 진영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의 위장 

평화 전략에 말려들어 오늘날에도 사태의 판단을 그

르치면서, 여전히 솔제니친이 지적 한대로 ‘西方의 나

약성'이 공산주의를 키워가고 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는 드디어 자유 진영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4개의 급소를 장악하려고 그 주변에 군

사적 위협을 가중시키기에 이르렀다. 

첫째는,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東北亞) 지역이요, 둘

째는, 마라카 해협 중심의 동남아(東南亞) 지역이요, 

세째는, 페르샤만 중심의 중동(中東) 지역이다. 이중 

어느 한 곳이라도 공산주의에 장악되는 날에는 문자 

그대로 급소를 찔리어서 자유 진영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야말로 자유 진영의 지도자들은 크게 각성하여야 

되겠다. 자유세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뿐 아니라, 공산

세계에 갇혀있는 십 수억의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서도 지난날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새로이 결단을 내

려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본인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사의하게 느끼는 

점 한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공산

주의가 틀림없이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되

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틀렸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최

근에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

報)마저 사설을 통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현

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미 쓸모없

이 되어 버렸음을 공식으로 언명하기에 까지 이르

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쇠망하지 않고 계속 전

염병처럼 번져나가는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전략, 

전술의 면에서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이 패배를 거

듭해 온 때문임은 물론이지만, 공산주의의 팽창에

는 이외에 또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 사

회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악을 제거하고 프롤레타리아

를 해방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출현한 것이기 때문이

다. 그 때문에 자유세계에 있어서 사회적 모순과 병폐

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대중은 공산주의의 고발

과 호소에 설득당하기 쉬운 것이다.

둘째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는 젊은이들의 정의심, 

의분심, 증오심을 유발하는 심리적 인자 (因子)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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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단순한 이론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이론 체계와 복수 심리의 복합물인 것이다. 유

태인으로 태어난 마르크스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사회, 종교와 국가에서 심한 소외·멸시·천대·박해 

등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심층

심리에 복수심, 증오심이 형성되어 이것이 그대로 그

의 사상속에 반영되고 있음은 그의 초기의 저작 및 마

르크스 연구가들의 지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세째로, 젊은이들은 감수성이 강한 대신에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의 폭로와 혁명의 필연성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면서

도, 유물사관(唯物史觀)·변증법(變 證法)·자본론(資

本論) 등 공산주의 이론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병

폐를 극복하는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

하면 병든 자본주의 사회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양

약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과 양약이 딴 곳에 있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 

네째로, 자유세계 자체 내부의 가치관의 붕괴 즉 윤

리, 도덕의 퇴폐 때문이다. 오늘날 자유세계는 과학 

기술의 향상과 경제 성장만을 추구한 나머지 가치관

의 파탄을 일으켜 퇴폐풍조가 만연 되고 있다. 부정, '

부패와 각종의 사회적 범죄가 속출하여 사회의 혼란

은 나날이 심화(深化)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침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오류 투

성이임에 도 불구하고 자유세계를 향하여 계속 팽창

되어온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유세계는 공산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통일된 대안을 갖지 못한 때문이

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

것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도 달하게 된다. 

오늘날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공산주의 이론은 

철저히 비판되었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시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과 극복의 노작들이 효과적으로 

정리되고 체계화되어서 훌륭한 체계적인 대안이 세워

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二. 「理論과 實踐」에서 본 공산주의의 오류

여기서 본인은 「세계 공산주의의 멸망」에 관련하여 文

鮮明 선생의 이념인 '하나님주의’ (Godism·神主義, 

즉 統一思想)에 근거하여 이때까지의 학자들의 공산

주의에 대한 비판을 참고로 하면서 견해를 피력하고

자 한다. 

중공의 인민일보가 직고(直告)한 것처럼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미 쓸모없이 되었으며, 따라서 공산주

의 이론은 실제에 있어서는 이미 그 존립의 명분을 상

실하였다는 것을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에 의하

여 창도되었으며 그 목적은 폭력혁명을 통하여 자본

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를 해방시켜 착

취와 억압이 없는 무계급 사회를 실현시키려는 것이

다. 필요에 따라서 지급받는 풍요한 사회, 자유가 실

현된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전단계라고 불리우는 사회주의가 

지구상에 출현한지도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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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이상은 하나도 구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

든 상황은 자본주의 사회의 그 것에 비하여 더욱 악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공산주의 도래의 

시기에 관한 예언마저 하나도 적중되지 않았다. 

스탈린의 공산주의 사회발전 단계 모델에 의하면1) 

1952년 이 후부터는 '참된 공산주의 시대’에로 이행되

기로 되어 있으나, 이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그 후 후르시초프의 同 모델에 의하면2), 1980년까지

는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공산주의의 입구에 도 달하

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 역시 빗나갔다. 그 후 

브레즈네프의 모델에서는 앞으로는 ‘발달된 사회주의'

가 지속되며 공산주의는 언제 도래할지 모르게 되어 

있다.3)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역사의 발전법칙에 따라서 공

산주의의 도래는 필연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혁명

을 일으킨지 70년이 넘었 는데도 아직 공산주의가 실

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제 고사즈의가 도래될지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하여 '이론과 실천’에 

관한 공산주의의 주장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

르크스, 엥겔스를 위시해서 레닌, 스탈린, 모택동 등

이 모두 이론과 실천의 불가분리성(不可分離性)을 강

조하고 있다. 이론을 떠난 실천이 있을 수 없고 실천

과 遊離된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론이란 공산주의 이론(유물변증법, 유물사관, 자본론 

등)을 말하며 실천은 혁명, 사회개혁 등을 말한다. 그

리고 공산주의 이론은 자연과학에 맞먹는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한다. 

레닌은 말하기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위대한 세계

적인 공적은 자본주의의 붕괴와 그것이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과학적 분석에 의

해서 증명한 데 있다.’4)고 하였으며, 스탈린은 사적

유물론(史的唯物論)이 주장하는 사회발전 법칙의 이

론을 ‘생물학과 같은 정밀 과학'5)이라고 까지 표현하

고 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모두 변증

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자본론 등이 과학적 진리임을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은 본래 '인식'과 더불어 인식론적 개념

인 것으로서, 감성적인식(感性的認識), 이성적인식

(理性的認識), 실천(實踐)의 3단계의 형식을 반복하

는 동안에 인식과 실천의 내용이 더욱 발전한다고 

한다. 이것을 역사발전의 설명에 확대 적용하여 인식

을 '공산주의 이론'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천은 '개인적 실천’뿐 아니라 ‘사회적 실천’(즉 생산

활동, 계급투쟁, 사회개혁, 혁명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천에 의하여 인식이 검증되고 바른 인식에 의하여 

바른 실천 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공산주의 이론은 혁

명적 실천 활동을 통 하여 그 정당성이 확인되는 동시

에 공산주의 이론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

에 실천 즉, 혁명을 통하여 이론대로의 결과(理想社

會)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붕괴 와 공산주의의 도래의 이론은 

과학적 진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도래는 필연적이

며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는 이 필연성에 의하여 이미 

실행되었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마르크스가 말하는 대로 의 공산주의는 실현되지 않

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가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까지 되어 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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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공산주의 인식론에 의하면 인식(理

論)은 실천을 통해서 그 정당성 여부가 확인된다고 되

어 있다. 모택동은 “이론은 진리인가, 아닌가의 여부

는 객관적으로 사회적 실천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의 실천(공산주

의를 실현코자 한 실천)은 공산주의의 도래를 입증하

고 있지 않으며 도리어 공산주의 도래의 불가능을 입

증하고 있다. 이것은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자

본론 등 공산주의 이론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음

을 말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즉 “마르크

스가 세워놓은 이론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지만, 지도

자들의 실천이 잘못 되었던 것이 아니냐? 앞으로 실

천만 잘하면 틀림없이 공산주의 가 도래할 것이 아닌

가?”라는 의문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소련이나 중공 등 공산주의 국

가에서 오래도록 실천과 이론이 분리되어 왔던 것이 

아니냐는 물음과 같다 하겠다. 

공산주의 인식론에 의하면 이론과 실천은 밀접히 연

결되어 있어서 분리될 수 없다. 스탈린은 “이론은 혁

명적 실천과 결합되지 않으면 대상이 없는 것이 된다. 

… 실천은 혁명적 이론이 그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 맹

목적 실천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련 지도자들이 혁명 후 오늘날까지 이론과 

실천을 분리시켜 왔다고 생각할 수 없다. 도리어 

이론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획경제, 집단농장, 독재정치 등

이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에 근거한 실천

이었다. 

그 결과, 마르크스나 레닌이 예상도 하지 않았던 새로

운 그리고 더 심한 구조적 모순과 사회악이 발생하였

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공산주의 국가 내부의 모든 부정적

인 현상(경제침체, 농업 정책의 실패, 생산성의 저하, 

인권유린, 자유의 구속, 부정, 부패 등)은 마르크스주

의 이론 자체 속에 내포되었던 오류와 거짓에 기인한

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가 근 70년이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공산주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그 원인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이론 자체의 오류에 기

인한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공산주의 인식론의 '인식과 실천’관점에서 공산

주의 이론의 비진실성을 지적하였다. 다음에는 공산

주의 이론(유물변증법, 사적 유물론, 자본론 등) 자체

도 논리적, 실증적으로 오류 에 차 있음을 일일이 지

적하기로 하겠다.

三. 공산주의 理論 批判

(1) 唯物變證法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물변증법은 사물의 발전에 관

한 이론으로서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

과, 헤겔의 변증법을 결합시켜서 세운 발전법칙의 이

론이다. 

그는 도립(倒立) 되었던 헤 겔의 관념 변증법을 바로 

세운것이 자기의 변증법이라고 자칭하고 있다(자본론 

제2판 후기).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나중에 엥겔스가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즉, 대립물의 상호 침투의 법칙, 양의 질에의 전화의 

법칙, 부정의 부정의 법칙 등이다. 이 중에서 대립물

의 상호 침투의 법칙 은 보통 ‘모순의 법칙’(矛盾의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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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에 이것을 간단히 소개하면

서 '하나님주의’에 의한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

겠다.

1) 矛盾의 法則 

이것은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對立物의 統一

과 鬪爭의 法則)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사물은 그 내부에 들어 있는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헤겔의 변증법이 대립물의 통일에 중점을 두

고 있는데 반하여 이것은 투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레닌은 모순에 있어서 대립물의 통일은 일시

적·조건적·상대적이며 투쟁은 절대적이라고 하였

으며, 또 발전은 대립물의 투쟁이라고도 하였다. 이것

은 계급투쟁(階級鬪)에 의해서만 사회가 발전한다는 

유물사관(唯物史觀)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칙

이다. 

스탈린은 레닌의 '발전은 대립물의 투쟁'이라는 모

순의 개념을 인용하면서10) “만일 발전이 내적 모순

의 발로로서 행해지고, … 대립물의 여러 힘의 충돌

로서 행해진다면, 프로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이 아주 

자연스러운 불가피적인 현상인 것은 명백하다.”라고 

하였다. 

모택동도 ‘사회과학에서의 모순은 계급투쟁'이라는 

레닌의 모순 개념을 받아들여12) 사물의 발전의 근본

원인이 … 사물의 내부의 모순성에 있는 것”13)처럼 

사회의 발전의 원인도 “사회 내부의 모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계급투쟁)의 발전”14)에 있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의 모순의 개념은 통일보다도 투

쟁에 중점을 두고서, 계급투쟁, 사회혁명의 이론을 정

당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물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그 사물의 내부에 과연 대립물의 투쟁이 확인된다면 

계급투쟁 이론은 철학적으로 정당화되지만, 만일 그

렇지 않으면 계급투쟁사(史)의 이론은 타당성을 상실

하고 만다. 

발전이란, 생물의 경우는 발육을 뜻하며, 사물이 성장

하여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옮아가는 것을 의미

한다. 예컨대 송충이는 스스로 고치를 만들고 나중에 

나방이 된다. 이것이 발육(발전)이다.15) 또 씨(종자)

에서 싹이 생겨나는 것, 알에서 벌레가 생겨나서 성충

(나방)이 되는 것도 발전의 예이며16) 계란이 부화되

어 병아리가 생겨나서 닭이 되는 것도 발전이다. 

알기 쉬운 예로서, 계란(수정란)에서 병아리가 생겨나

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변증법의 모순의 개념

을 계란에 적용하면 긍정적 요소로서의 알 껍질(穀)과 

흰자위, 노른자위와 부정적 요소로서의 배자(衣子)가 

서로 대립물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대립물(兩者)이 투쟁에 의해서 병아리가 된다면 틀

림없이 투쟁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투쟁의 반대는 조화·협조이다. 

투쟁이냐, 협조냐는 쌍방간에 목적 또는 이해가 일치

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알껍질

은 그 안 에서 병아리가 생겨날 때까지 그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 한다. 흰자위, 노른자위는 배자

가 병아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분으로 존재한다. 

배자는 이들 양분을 섭취하면서 성장하여 병아리가 

되고자 존재한다. 즉, 계란의 모든 성분은 병아리를 

만들려는 하나의 공동 목적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으

며, 부화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협조하여 조화를 이루

면서 병아리를 만든다. 그리고 나중에는 껍질도 얇아

지고, 약해져서 병아리가 쉽게 깨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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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하여 배자가 병아리가 된 뒤에 그 부리로 

박약해진 껍질을 쪼아서 쉽게 외부로 나온다. 따라서 

계란 내부의 대립물(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의 투

쟁에 의하여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물(목적

을 같이 하는 두 요소)의 조화로운 협조에 의해서 병

아리가 된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

택동 등이 보인 모순의 예들도 모두 결코 대립물의 투

쟁 현상이 아니라 조화의 현상임이 입증되었다. 

사물의 발전은 모순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화

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주의'의 

대안인 것이다. 

인류사회의 투쟁사는 자연의 발전 법칙으로써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복귀섭리(復歸攝理)의 

법칙으로서만 설명된다는 것이 ‘하나님주의’의 입장이

다.(後述)

2) 量의 質에의 轉化의 法則

이것은 양적변화(量的變化)의 질적변화(質的變化)에

의 전화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사물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점차적인 양적변화를 지속하다가 

일정시기에 이르러 돌연히 비약적 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다는 이론

이다.

이것도 자연의 발전 법칙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 발

전에도 이 법칙이 필연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

컨대 경제 투쟁이나 학생 투쟁(계급투쟁)이 양적(量

的)으로 증대하다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갑자기 질적

으로 돌변하여 정치 투쟁으로 변하여 혁명으로 연결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과연 자연계에서 이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양의 질에의 전화의 예로서 엥겔스, 레닌, 스탈린 등

은 자주 “물이 비점(佛點: 100°C)에서 수증기로 변하

고 동결점에서 얼음(水)으로 변하는 것”17)과 같은 물

리학적 변화 또는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하여 오존

(ozone)이 되는 것과 같은 화학적 변화18)를 예로 드

는데, 이것은 결코 발전에 있어서의 양의 질에의 전화

의 예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가역적(可逆的) 변화가 가능

하기 때문 이다. 물이 수증기로 되었다가 온도가 식어

짐으로써 다시 본래의 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오존

(ozone)은 일단 생성되었다가도(예컨데 방전의 경우) 

바로 산소로 분해된다. 

이 방식을 사회 현상에 적용하면 혁명으로써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었다가도, 바로 

다시 자본주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논리가 성

립되게 되어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타도하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 이론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혁명 이론이 합리화되려면 생물의 성장, 발육 

및 계대(繼代:새 세대의 출현)의 과정이 이 법칙으로

써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는 가역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엥겔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그리고 

모택동도 그러한 발육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도 

들지 않고 있다. 다만 진화에 있어서 신종(種)의 출현

을 그 예로 든 곳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양의 질에의 

전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현상이다. 

구종(舊種: 예컨대 魚類)에서 진종(兩棲類)이 출현(진

화)한 것이 양의 질에의 변화라면, 양서류가 출현한 

뒤에는 어류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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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오늘날 어류와 양서류는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그대로 사회 발전에 적용된다면 공산

주의가 출현한 뒤에도 자본주의는 살아남아서 공존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혁명의 의의가 없어

진다.

이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근사한 예가 있다면 알(卵)

에서 유충이 깨고, 씨에서 싹이 나는 현상일 것이다. 

(엥겔스는 이것을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예로는 들었

으나 양의 질에의 전화의 법칙의 예로는 들지 않았음) 

따라서 이와 비슷한 계란의 부화 현상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계란이 부화하는데 있어서 양의 

질에의 전화란, 배자가 양적으로 크다가 21일 되는 날

에 갑자기 껍질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는 것(질적 

변화)이라 하겠다. 그러나 계란에서 과연 그 같은 현

상이 일어날까!! 

배자가 배자대로 있으면서 크기(양)만 커지다가 21일

만에 갑자기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병아리로서의 이

목구비, 날개, 다리를 순간적으로 갖추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생명을 지닌 배자는 양

분을 섭취하여 커지면서 동시에 병아리의 형태와 성

질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10일쯤 성장된 배자는 이미 병아리의 모습과 

성질을 반쯤은 갖추고 있는 것이며, 깨기 직전의 21

일된 배자는 이미 배자가 아니고 다 된 병아리인 것이

다. 이 다된 병아리가 부리로 껍질을 쪼아서 밖으로 

나온다. 배자가 밖에 나와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

니고 이미 질적, 양적으로 다 성장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다. 

이것으로 양적 변화가 일정 시기에 이르러 돌연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양의 질에의 전화의 법칙이 사실

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양과 질은 점진적, 동

시적, 균형적으로 변화하여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함

을 알 수 있다. 외관상 돌연한 질적 변화같이 보일 따

름이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하나님주

의'는 이같은 현상을 양과 질의 균형적 발전의 법칙이

라고 부르고 있다.

3) 否定의 否定의 法則

다음은 부정의 부정의 법칙에 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한 사물이 낡은 질적인 상태에서 모순의 

법칙(대립물의 통일 과 투쟁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질적인 상태로 이행하고 재차 모순의 법칙에 의해서 

또다시 새로운 질적 상태로 이행하는 현상을 부정이

라는 측면에서 다룬 개념이다. 

즉 한 사물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그 속에 있는 타자

(他者)의 반대 작용(부정)에 의해서 새로운 질적 상태

로 전화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타자의 반대 작용에 의

해서(즉, 재차 부정되어서) 새로운 제3의 질적 상태로 

전화하는 것을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부

정의 ‘부정의 법칙’을 되풀이하면서 사물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엥겔스는 이 법칙이 “자연, 역사 및 사고의 극히 일반

적인, 따라서 극히 광범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발전 법

칙"19)이라고 하였으며, 부정의 부정은 재차의 부정이

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 있어서 외관상의 복귀"20)라

고 한다. 이 법칙이 사회 발전에 적용되면 원시 공동 

사회가 부정되어서 계급 사회가 되었다가, 다시 재부

정 되어서 한층 높은 단계인 무계급 사회 즉, 공산주

의 사회로 돌아간다(레닌)는 역사관이 성립된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적 사유(私有)도 자기의 노동을 

터로 하는 개인적인 사유의 제일의 부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하나의 자연 과정의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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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그 자신의 부정을 낳는다. 그것은 부정의 

부정이다.”21)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음에 자연계의 사물의 발전이 과연 부정의 

부정에 기인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엥겔스는 

부정의 부정의 예로서 대맥 (보리)의 씨(種子)가 발아

하여 성장하여 수십 배의 보리알을 맺는 것을 예로 들

고 있다.22) 여기서 엥겔스는 씨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리알의 부정이라고 하였으며, 보리가 식물로 성장

하여서 다시 수십 배의 보리알이 맺히는 것을 부정의 

부정이라고 하였다. 

즉 씨가 부정되어서 식물이 되고(이때 씨는 사라짐) 

식물이 다시 부정되어서 (부정의 부정)수십 배의 보리

알을 결실하고 자체는 고사(故死)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씨에서 싹이 나는 과정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생겨 나

오듯이 대립물의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고, 따라서 부

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싹을 낸다고 하는 공동 목적 

하에 배아(歷芽), 배유(歷乳), 껍질 등의 조화로운 협

조, 즉 긍적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서 싹이 난다고 본

다. 그리고 부정된 것은 사라지거나 고사한다고 하였

으나, 이것은 일년생의 식물에만 해당할 뿐이며 다년

생의 식물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배나무나 사과나무는 매년 배나 사과를 결실하지만 

나무 그 자체는 고사하지 않고 다년간 생존한다. 부정

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엥겔스의 「자연변증법」

(自然辨證法)이나 「反듀우링論」에 는 이 외에도 ‘부정

의 부정'의 예가 있다.(예컨대 나방이 알의 부 정에 의

해 유충이 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부정이 되어서 나방

이 되는 것, 수학에 있어서 [a]이 부정이 [-a]이고, 그

것의 재차의 부정이 [+a]라고 하는 것 등) 

그러나 모두가 진실이 아니었다. ‘부정의 법칙'은 오

류였다. '하나님주의'는 발육과 계대(繼代)를 반복하는 

생물의 조화로운 발전의 현상을 긍정적 성장의 법칙

(肯定的 成長의 法則)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상 유물변증법과 그 비판 및 대안의 요점을 소개하

였는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공산주의의 지도자

들은 이 변증법을 역사 해석에 적용하여 사적 유물론

(唯物史觀)을 세워서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

고, 자본주의는 역사의 법칙(辨證法)에 따라서 필연적

으로 붕괴된다는 혁명 이론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또 이 변증법을 자본주의 경제 분석에 적용하여, 자본

주의의 모든 경제적 범주를 모순과 대립으로써 설명

하였다.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을 세우고, 자본주의 사회는 

드디어 소수의 대자본가와 절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트의 2대 진영으로 나뉘어서, 여기에 계급투쟁 즉 혁

명이 벌어져서 드디어 자본주의 체제는 타도되고 만

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유물 변증법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따라서 유물사관

이나 자본론(노동 가치설, 잉여가치설)도 모두가 오류

인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음에 유물사

관을 간단하게 비판해 보려고 한다.

(2) 史的 唯物論(唯物史觀) 

1) 唯物史觀과 Hegel 

사적 유물론은 유물론(변증법적 유물론)과 변증법(유

물변증법)에 의한 역사 해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유물론과 변증법을 적용한 역사관, 또는 역사 해석이 

유물사관이다. 

마르크스의 고백이나 제3자의 증언에 의하여 마르크

스가 처음 세운 유물사관은 헤겔의 정신사관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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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는 「자본론」 제2편 후기(後記)에서 “나의 변

증법적 방법은 그 근본에 있어서 헤겔의 방법과 다를 

뿐 아니라 그 정반대이다. 헤겔에 있어서…사유과정

(理念的인 것)은 현실적인 것의 조물주이며, 현실적인 

것은 사유 과정의 외적 현상을 이루는 데 불과하다…

나에게 있어서는 역(逆)으로 이념적인 것은 인간의 

두뇌에 전이(轉移) 되고 변역된 물질적인 것에 불과

하다.” 23) 라고 했으며, 또 당시의 프랑스 경제학자 

M.브록크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르크스는 사회 

운동을 자연 사적(自然史的)인 과정으로 고찰한다. 그 

과정을 좌우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의식, 의도(意圖)

로부터 독립해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인간의 

의지나 의식이나 의도를 규정하는 제법칙이다."24)라

고 하였다.

헤겔의 정신사관이 정반대라는 말은 헤겔의 관념 변

증법이 아닌 유물 변증법을 적용하여 역사관을 세웠

음을 뜻하며, 따라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는 유물

론적인 요소와 변증법적인 요소가 자주 발견된다.

마르크스는 「경제학비판」(經濟學批判: 1859년) 서론

에서 그때까지 그가 세운 역사 이론을 공식화하여서 

결론짓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발전한다. 

② 생산관계의 발전은 생산력 발전에 조응(照應) 한다. 

③   인간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생산 관계를 맺

는다. 

③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인간의 의지나 의식에서 독

립되었다. 

③   인간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③   생산력의 발전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질곡으로 화한다. 이때 

혁명이 일어난다. 

③   생산관계의 총체는 토대를 이루고, 이데올로기 형

태(법률, 정치, 예술철학, 종교 등)는 그 위에 세워

지는 상부구조를 이룬다.25) 

이것이 유물사관(사적 유물론)의 골자로서 한 마디로 

생산력과 생산관계 및 이데올로기 형태와 그 상호 관

계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력은 생산용구

(석기, 청동기, 철기, 농기구, 기계 등)와 인간의 노동

력을 말하며 생산관계는 생산 및 생산 수단(기계, 건

물, 토지 등)을 중심한 인간관계 즉 경제기구(經濟機

構)를 말하며, 이데올로기 형태는 정치, 법률, 종교, 

철학, 예술 등을 뜻한다. 이 3자의 관계는 생산력 발

전에 대한 순차적인 조응의 관계에 있다.

즉, 생산력이 석기에서 청동기→철기→농기구→기계 

공장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생산관계 즉 경제 체제가 

이에 조응하여 원시 공동사회→노예 사회→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로 발전하고26) 이데올로기 형태

가 다시 생산관계에 조응하여 각 단계마다 고유한 정

치, 법률, 종교, 예술 등이 나타나곤 했다27)는 것이

다. 여기서 생산력이나 생산관계는 유물론의 물질 개

념의 확대적용이다. 마르크스는 생산력을 '물질적 생

산력’(物質的 生產力)이라고 하고 생산력과 생산관계

의 모순을 '물질적 모순'으로 표현하였다.28)

이 유물사관의 공식은 헤겔의 절대이념(절대정신)의 

자기 전개라는 관념 변증법의 역전(逆轉)임을 곧 알 

수 있다. 헤겔의 법철학에 따르면 절대이념이 현실

적인 법률, 관료정치를 통해서 시민 사회(경제 사회)

를 포섭하는 이성국가로 자기를 전개시킨다고 되어 

있다. 

즉 헤겔의 방향은 이념(절대정신)→법률·정치→시민

사회(경제)의 방향이다. 즉 절대정신이 자기 전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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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치를 개선하고 그 개선된 법률·정치가 시민

사회의 경제를 바로 잡아서 이상적인 국가를 이룬다

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방향(조응의 순차)은 이와 반

대로 생산력(물질)→생산관계(경제)→정치·법률의 

방향이다. 즉 정신이 아니라 물질(생산력)이 먼저 발

전하고 이에 따라서 생산관계 즉 경제제도가 발전하

며 다시 이 경제(생산관계)의 발전에 조응해서 정치·

법률이 변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헤겔은 발전의 동기(動機)를 정신에 두고 

정치의 발전→경제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고, 마르크

스는 발전의 동기를 물질에 두고 경제의 발전→정치

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어서, 헤겔과 마르크스는 발전

의 논리전개의 방향이 서로 정반대이다. 

그런데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모순의 변증법

으로서 헤겔에 있어서 절대이념의 자기 전개는 모순

에 의하는 변증법적 단계 과정의 고리(環)가 연속적으

로 반복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간에 3단계 과정의 

연속의 어떤 고리에도 결락(缺落)이 있을 수 없다.

전에 있어서 발전 단계에 결락이 있을 수 없으며, 이 

법칙(변증법, 유물사관의 공식)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판 서문 에서 “한 사회가 그 운

동의 자연 법칙을 탐지해 냈다고 하더라도…그 사회

는 자연의 발달 단계를 뛰어 넘을 수도 없고, 이것 필

연성을 가지고 작용하며 그리고 관철(徹) 한다."30)고 

하였다. 

이것으로, 마르크스는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헤겔을 

역전시켰으며, 역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헤겔을 따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공식의 중요한 

부분을 비판하기로 하겠다. 마르크스의 공식 중 중요

한 것은 생산력 발전, 생산관계의 질곡화, 토대와 상

부 구조 등에 관한 명제라 하겠다.

2) 生動力의 發展 

헤겔에 있어서 절대정신(理念)의 자기 전개가 자연과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에 있

어서는 생산력 발전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스

탈린은 “생산력은 생산의 가장 활동적 혁명적인 요

소일 뿐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생산의 발전의 결정적 

요소이다."31)라고 하였다. 모리스 콘포스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이다."32)

라고 했다. 

그런데 헤겔은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가 내적 모순에 

기인함을 밝히고 있는데, 마르크스는 생산력 발전이 

내적 모순에 기인함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물

의 발전이 모순에 의하는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것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생산력 발전도 모순에 의한 발전이어야 하며, 따라서 

그 모순(대립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할터인데 그것 을 아무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시코는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의 변증법적 교호작용(交互作用)"33)에 의해서 생산

력이 발전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변증법적 설명이 

아니다. 

이것은 생산관계의 발전의 설명은 될지언정 생산력 

자체의 발전의 설명은 되지 못한다. 생산력의 변증법

적 발전을 설명하려면 생산력 자체 내부에 모순(대립

물의 통일과 투쟁)이 있음을 밝혀야 한다.

계란의 발전은 계란 내부의 모순(배자와 노른자, 흰

자)에 기인하고, 씨의 발전은 씨 내부의 모순(歷芽,

歷)에 기인하는 것처럼 생산력 발전도 그 자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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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원인(모순, 대립물)이 있어 야 하는 것이다. “발

전의 근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事

物)의 내부에 있으며, 사물의 내부의 모순에 있기 때 

문"34)이다.

마르크스, 엥겔스를 위시한 여러 공산주의 지도자들

이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변증법으로서

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생산력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려는 인간의 의지, 노력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기(石器)가 자기의 

힘으로 청동기가 되고, 청동기가 자기 힘으로 철기가 

되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더 편리한 생산 

용구를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의지가 작용한 때문

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동(銅)

이 발견 되고 철(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석기에서 

청동기, 철기로 발달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러

므로 '하나님주의'는 그 대안으로서, 정신(하나님을 

포함)과 물질의 수수법적 통일(授受法的 統一)에 의

해서 역사가 발전하였다고 보는 통일사관(統一史觀)을 

제시한다.

3) 生產關係의 질곡화 

유물사관에 의하면 생산력은 부단히 발전하지만 생산

관계(경제 체제)는 일단 성립되면 고정화하려는 경향

성 때문에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바(이것이 

생산관계의 질곡화임), 이때에 계급투쟁과 함께 혁명

이 일어나서 낡은 생산관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생산

관계(경제체제)가 세워진다는 것이다.35) 계급투쟁이

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투쟁, 또는 착취 계급

과 피착취 계급의 투쟁으로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표현이다. 

지배 계급은 생산관계(경제 제도)의 담당자이며,36) 

생산력 발전의 담당자 즉 생산 용구의 변화와 발달을 

담당한 인간은 피착취 계급에 속하기 때문이다.37) 

그리하여 노예제 사회에 있어서 생산력이 발달하여 

농업이나 제철법이 나타나게 되자 노예제는 그 이상

의 생산력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되어, 부득이 노예 반

란이 빈발하여 노예제는 무너지고 봉건제(농노제)가 

이에 대치되었다. 

봉건제의 생산관계 속에서 다시 생산력은 계속 발전

하다가 수공업(매뉴팩처)의 시기에 이르면 도시(都市) 

부르조아가 형성되어 봉건 영주와의 이해관계가 대립

되게 되어 생산력 발전이 저해를 받게 된다. 

이때에 다시 혁명(부르조아 혁명)이 일어나서 봉건제

는 타도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제 생산관계도 머지않아 또 다시 생산력 

발전에 대하여 질곡(장애물)으로 화하여서 프롤레타

리아 혁명에 의하여 타도된다는 것이다.38) 

이 유물사관의 공식은 유물변증법의 ‘대립물의 통일

과 투쟁의 법칙' 양의 질에의 ‘전화의 법칙'을 역사 발

전에 적용한 것으로서, 이것 역시 필연의 법칙의 하

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결코 법칙이 될 수 

없다. 

첫째로, 노예제 사회라고 불리우는 로마 제국은 피지

배계급인 노예들의 반란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파와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망한 것이었

다.(노예 반란은 부수적 원인에 불과하였음) 

둘째로, 봉건제 사회를 타도한 혁명(例: 청교도 혁명, 

프랑스 혁명)은 장기간 착취를 당하여 온 농도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산층에 의해서 이루

어졌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혁명이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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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영국의 경우(청교도 혁명)는 종교가 큰 역할

을 했던 것이다. 마르크스 공식대로라면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피지배계급인 농노계급에 의한 혁명이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생산력 발전에 대하여 생산관계가 지장이 되

어야 혁명이 일어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리어 혁명이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보다도 자본주

의 사회에서 생산력(기술력)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

고 더 향상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생산력 

발전에 대한 생산관계의 질곡화의 이론 역시 오류였

던 것이다.

4) 土臺와 上部構造

마르크스에 의하면 “생산관계의 총체는…, 이것이 현

실적 토대가 되어서 그 위에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

가 세워지며 또 일정한 사회적 관념 형태는 이 현실의 

토대에 조응한다”39)는 것이며 스탈린에 의하면 “토

대란 그 주어진 발전 수단에 있어서의 사회의 경제제

도이다. 

상부구조란 사회의 정치적, 법률적, 종교적, 예술적, 

철학적 견해와 이에 조응한 정치적, 법률적, 기타의 

관계이다."40) 또 스탈린은 “자본주의의 토대는 자신

의 상부구조를, 사회주의의 토대는 자기의 상부구조

를 갖고 있다. 토대가 불변이면 그에 따라서 상부구조

도 불변이며, 새로운 토대가 생기면 그에 조응하여 새

로운 상부구조가 생긴다."41) 

이 토대와 상부구조의 이론은 요컨대 정신은 물질의 

산물이라는 유물론의 물질과 정신의 개념42)을 사회

발전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서 토대는 물질에 해당하

는 개념이며 상부구조는 정신에 맞먹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상부구조가 토대에 조응하며 그것이 토대의 

신생(新生)과 함께 생겨나고, 토대의 소멸과 함께 소

멸한다는 말은 사회제도(토대 즉 경제 체제)는 법률·

정치·종교의 힘으로는 결코 변혁될 수 없다는 것, 사

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토대(생산관계)를 직접 폭력 

혁명으로 타도해야하며 이렇게 하여 낡은 토대가 무

너지고 새로운 토대가 세워지면, 낡은 관념 형태인 정

치·법률·예술·종교 등은 사라지고 새로운 관념 형

태가 생겨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 토대와 상부구조의 이론에 따라서도 폭력 혁명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사회악과 

퇴폐 풍조·부정·부패 등도 정책이나 종교의 힘으로

는 제거할 수 없으며 토대(생산 관계)를 변혁(폭력으

로 타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적으로 그릇된 주장이다. 토대가 

변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부구조가 그대로 남아있

는 예가 불소(不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토대는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그리스의 예술이나 로마의 법률이 지금도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고 더우기 로마 시대의 종교인 기독교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르크스 자신도 인정하고 있으며,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유물사관 공식(토대와 상부구조 이

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을 느낀다고까지 실

토하고 있다. 그는 「경제학 비판」중의 序說에서 “그러

나 곤란은 그리스의 예술이나 敍事詩…가, 우리들에 

대해서 아직도 예술적인 즐거움을 주며, 뿐 아니라 어

떤 점에서는 규범으로서의…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점에 있다”43)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유

물사관의 이론이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

는다는 고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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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는 그리스시대의 예술과 문학만을 말했으나 

로마와 중세·근세의 예술, 문학도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마르크스의 토대와 상부 구조론

은 전적으로 오류였던 것이다.

이것 역시 헤겔의 관념 변증법을 역전시킨 유물변증

법을 그대로 사회문제 해석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주의’에 의한다면 정신이 물질의 산물도, 아니

요 물질이 정신의 산물도 아니며, 양자는 유일한 神의 

속성으로부터 유래하고 있으면서, 통일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주의’의 대안은, 유물

론(唯物論)도 유심론(관념론)도 아니며, 유신론(有神

論) 또는 유일론(唯一)인 동시에 통일론(統一論)이다. 

따라서 정신과 물질은 인간의 마음과 몸이 통일된 개

체를 이루고 있듯이, 양자는 각각 주체(主體)와 대상

(對象)의 입장에서 하나의 목적을 중심하고 수수작용

(授受作用)을 하여서 통일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본

다. 이러한 관점을 통일론이라고 한다.

(3) 資本論

1) 資本論의 主眼點 

다음은 「자본론」을 비판할 차례이다. 그런데 「자본론」 

비판의 내용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비

판 내용과 대동소이 할 뿐 아니라, 지면 관계도 있으

므로 여기서는 그것을 자세히 소개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본론의 주요 부분인 노동가치설과 잉여가

치설의 비판은 극히 간단하게만 다루고 주로 마르크

스가 「자본론」을 저작하게 된 동기, 목적과 논리 전개

에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권의 첫머리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부(富)의 기본 형태가 상품(商品)임을 지적하

고 자본주의 경제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

작된다는 것을 전제하고,44) 상품의 본질을 분석 연

구하여 노동가치설 및 잉여가치설에 도달하였다.

노동가치설에서, 상품의 교환(매매)을 성립시키는 교

환가치의 실체(實體)가 노동량(노동시간) 임을 밝히고 

잉여가치설에서는 이 노동가치설을 근거로 하여 노동

자가 생산한 잉여가치(이윤)를 자본가가 모두 착취해

버린다는 것을 밝히고, 잉여가치는 생산과정에서 생

산되기 때문에 이 착취는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으며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착취를 없

이 하려면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할 수밖에 없다는 결

론을 지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의 경쟁 때문에 자본의 집중 현

상이 벌어 져서 나중에는 소수의 대자본가와 절대 다

수의 빈민(proletariat)의 2대 계급으로 나뉘어져서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 체제는 실제로 무

너지고 만다고 단언하였다.45) 

그런데 마르크스가 사망한지 100년이 지났는데, 주지

하는 바와 같이 혁명에 의해서 타도된 자본주의의 예

는 한 예도 없으며, 도리어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아니

한 러시아·중국 등 후진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뿐

만 아니라 중공지도자들은 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

하여 “현재의 당면 문제점들을 푸는데 마르크스·레

닌주의 저작물들은 사용할 수 없게끔 되었다”46)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 수일 후 당시 소련의 정치국원(政治局員) 겸 서기 

고르바초프(현 대통령)는 이념적으로 마르크스·레닌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소련의 경제 및 사회의 폭 넓은 

개혁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47) 이것은 경

제이론에 관한한, 소련마저도 마르크스 이론이 현실

에 맞지 않는다는 솔직한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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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공산주의 신봉자들에게는 무류(無醫)의 과

학적 경제 이론으로,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성서(聖書)

로 존중되어 오던 자본론이 이처럼 공산주의 지도자 

자신들에 의해서 비판 또는 반성 되는 원인은 무엇일

까? 더우기 소련은 스탈린시대로부터 마르크스의 노

동가치설과 잉여가치설에 근거하여(다만 사회주의 사

회에는 착취가 없다는 관점에서 그것을 재해석 및 보

완하여) 경제를 운영해 왔음을 소련과학원 경제연구

소에서 펴낸 「경제학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소련 지도자들이 마르크스의 경제이론(노동가

치설과 잉여가치설)이 자본주의 사회의 비판 이론으

로 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이론으로도 보아 

왔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소련경제의 폭넓은 개혁을 구상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 잉여

가치설로는 소련 경제를 건설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

이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의 예언도 적중되지 

않았고 사회주의 경제의 건설 이론도 되지 못하였다

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마르크스경제이론의 오류는 부

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주의'는 수수원리(授受原理)에 따라

서 노동 가치설에 대해서는 효과가치설 (效果價値說)을, 

그리고 잉여가치설에 대해서는 사회보수론(社會報洲

論)을 각각 그 대안으로 제시 하고 있다. 본인은 '하나님

주의’에 입각하여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오류의 근본 원

인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가 

취한 방법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바이다.

2) 資本論 著作의 目的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판 서문에서 자본론 저작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즉 그는 “근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밝히는 것이 이 저작의 

궁극의 목적이다”49)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노동

가치설과 잉여가치설을 세운 터 위에서 드디어 그 경

제운동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이 즉 '이윤율경향적

저하의 법칙’(利潤率傾向的低下의 法則) '자본집중의 

법칙’(資本集 中의 法則) ‘빈곤증대의 법칙’(貧困增大

의 法則) 등이다.

'이윤율 경향적 저하의 법칙’50)은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록 자본의 유기적 구성(有機的構成)이 증대하고 이

윤율이 저하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쇠퇴한다는 것이

며, ‘자본 집중의 법칙'51)은, 자본가들은 이윤을 높이

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바, 중소기업은 이 경쟁에서 

패배하여 몰락하고 그 자본은 소수의 대자본가의 수

중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빈곤증대의 법칙'52)은, 자본가들이 이윤의 극대화

(極大化)를 위해서 부단히 임금을 인하하고, 새 기계

를 도입하여 대량의 노동자를 해고해서 실업자를 만

들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빈민층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제 운동 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

의 내재적(內在的) 법칙’53)이며, 자본주의 사회는 

이 법칙에 의하여 “자연의 발전 단계를 뛰어 넘을 수

도 없고, 이것은 법령으로 제거할 수도 없다."54)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법칙은 ‘철의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하며 그리고 관철하는 … 경향성'55)이기 때문

이다.

결국 마르크스가 상품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가

치설과 잉여가치설을 세운 목적을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운동법칙을 발견 하는데 있었으며, 드디어 그 법

칙을 발견함으로써 장기간의 노작 이 결실되어 드디

어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기에 이른다. “대자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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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단한 감소와 함께 궁핍·억압·예속·타락·착

취의도가 증대 한다 …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반

항도 증대한다. 자본 독점은…생산 양식의 질곡이 된

다. 생산 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이들의 자본

주의적 외피(外皮)와 조화할 수 없는 한 점에 도달한

다. 외피는 폭파된다. 

자본주의적 사유의 최후를 고하는 종(鐘)이 울린다. 

수탈자는 수탈당한다.”56)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경

제 운동 법칙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몰락

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발견한 법칙은 그대로 적중하지 

않았다. 마르크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윤율은 

대체로 늘지도 않았지만 줄지도 않았다는 것이 일반

적 견해인 줄 안다.57) 그리고 경제는 마르크스 당시

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자본이 집중된다고 하였으니, 오늘날 주식회

사 제도가 발달하고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이 늘어나

서 자본집중 뿐 아니라 분산 현상도 크게 나타나 있

다. 빈곤은 증대함이 없이 점점 감소 되어감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하여 마르크스의 예상은 완전히 빗

나가고 말았다. 

이것은 그가 자본주의의 타도라는 목적을 먼저 세워 

놓고, 그 목적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그 목적

의 방향으로 경제 운동 법칙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방법이 바로 유물변증법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에 잠깐 생각해 본다.

3) 資本論 著作의 方法 

마르크스는 역사 해석에 유물변증법을 적용하여 유물

사관을 세웠던 것을 위에서 말했다. 마르크스는 자본

주의 경제를 분석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변증법을 적

용했음을, 「자본론」을 읽어보면 곧 알수있다. 마르크

스의 변증법이란 ‘모순의 법칙’(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의 법칙) ‘양의 질에의 전화의 법칙’, ‘부정의 부정의 

법칙'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자본론」(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등)에는 이

런 변증법의 개념들이 많이 쓰여 지고 있다. 즉 자본

주의의 경제적 범주(範疇)를 대립·모순·부정·투쟁 

등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사용가치와 가치의 대립58) 

○ 유용노동과 추상적 인간노동의 대립59) 

○ 화폐와 상품의 대립60) 

○ 생산자본과 유동자본(流動資本)의 대립 61) 

○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62) 

○ 자본주의적 생산은…그 자신의 부정을 낳는다. 그

것은 부정의 부정이다.63) 

○ 현상(現狀)의 긍정적 이해와 동시에 그 부정64) 

○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찬 운동65) 

○   物의 人化와 人의 物化라는 대립이 내재적 모순66) 

○   물체운동에 있어서의 모순67) 이 양의 질에의 전

화의 법칙 68)

이 외에도 변증법의 용어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쓰여 지고 있다. 이것으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의 경제를 연구하는데 변증법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 자신이 「자본론」 제2판 전기(前記)에

서 자신이 변증법적 방법을 「자본론」 저작에 적용하였

음을 직접 밝히고 있으며69)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적

용한 이 변증법이 헤겔의 변증법과 다를 뿐 아니라 그

것과 정반대인 유물변증법이라는 것까지 명백히 하고 

있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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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물변증법은 바로 자연법칙으로서 철(鐵)의 필연

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으로 마르크스는 믿었으며 

이 법칙을 자본주의 경제에 적용함으로써 얻어진 것

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한 다는 경제운동법

칙이다. 그러나 그는 연구를 통해서 이 법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변증법과 목적 달성(자본주의의 타도)에 

맞도록 그 법칙을 스스로 조작(造作) 한 것이다. 

그런데 유물변증법은 모순의 법칙이건, 양의 질에의 

전화의 법칙이건, 또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건 모두 

오류였음을 위에서 밝혔다. 이러한 변증법을 역사관

에 적용한 것이 유물사관의 공식 이었으므로 그것 또

한 오류였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증법을 적용하여서 경제 이론을 

구축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자본론」(노동가치설, 잉

여가치설, 경제 운동법칙 등)이 또한 오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경

제 운동법칙 등의 이론을 일일이 분석해 볼 때 모두가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노동가치설의 기본 명제인 '가치로 볼 때 모든 상품

은 응고(凝固)된 노동시간이다’도 사실이 아니었으

며, 잉여가치설의 기본개념인 '필요노동시간’, ‘잉여

노동 시간’, ‘절대적 잉여가치’, ‘상대적 잉여가치’, 

‘가변자본’, ‘불변자 본’ 등도 전부 진실이 아님이 입

증된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노동자가 자본가에 의해서 착취되

고 있다는 사실을 유물변증법으로 써 합리화한 개

념에 불과하다.(자세한 것은 拙著 「공산주의의 종

언」 참조)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변증법은, 그것이 관념 변증

법이건 유물변증법 이건 간에 모순대립· 투쟁을 전

제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주의의 입장이다. 그 대신 「하나님주의」는 

공동 목적을 중심한 조화로운 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수수법(授受法)을 그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四. 마르크스의 誤繆의 心理的 要因

이상 마르크스의 이론 체계 자체도 현실적으로 진실

이 아닌 오 류임을 밝혔다. 즉 먼저 유물변증법 (모순

의 법칙, 양의 질에의 전환의 법칙, 부정의 부정의 법

칙)이 전적으로 오류이며 따라서 이 변증법을 역사관

에 적용한 유물사관도 모두 오류이며, 또 이 변증법을 

경제학 연구에 적용하여서 세운 자본론도 잘못된 이

론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오류의 원인이 이론 정립의 

목적과 방법 의 잘못에 있음도 아울러 밝혔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오류에도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

바 그것이 심리적 원인이다.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으

면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그들을 기어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끈질긴 투지와 부르

조아지에 대한 격렬한 증오 등을 마르크스가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가 자

본주의를 타도하여 프롤레타리아를 해방시킬 목적을 

갖고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이다. 

더우기 그 당시 영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참상

과 정부와 자본가가 결탁하여 노동 운동을 탄압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마르크스는 일종의 메시아

(Messiah)적인 소명의식마저 느꼈으리라고 생각된

다. 그러나 그 분석의 방법으로써 변증법(대립·투쟁

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다. 이 변

증법을 가지고 목적을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폭력 혁

명이 정당화되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론이 현실

과 맞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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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타도를 목적으로 

세운 것은 물론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이 주요 동기이

긴 하지만, 그 밖에 또 하나의 동기가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무의식적(無意識的) 동기, 심층심리로써 바로 

증오심(惡心)이요 복수심이라고 본다.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마르크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개종(改宗) 문제를 계기로 가정적·사회적·

종교적으로 심한 소외감·굴욕감·좌절감 속에 살면

서 성장하였다. 청년시기에는 기독교 국가인 프러시

아의 심한 박해를 받게 되며, 나중에는 파리, 브뤼셀 

등 망명처에까지 프러시아의 박해의 손길이 미쳐서 

드디어 한(恨)을 머금고 프러시아 시민권(국적)을 포

기하기에까지 이른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부터 지녔던 신이나 종교에 대

한 증오와 국가에 대한 불만이, 성장하는 동안에 드

디어 증오심·복수심으로까지 격화되어서 심층심리

에 잠재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성장과정과 그의 초기의 저작을 검토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러한 심층의 증오·복수의 심리가 그의 저작에 있

어서 논리 전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

도 없다. 그것은 증오에 찬 감정적 용어가 자주 나타

남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청년 시기의 저작에는 물론

이고 장년기를 지난 50세 때에 내놓은 「자본론」에도 

그러한 감정어(感情語)가 자주 나온다. 예컨대 자본

가를 '흡혈귀’71)라고 비유한 것, “자본가에 의한 수탈

은…무엇이든지 용서하지 않는 야만성으로 가장 몰

염치하고 더럽고 비천하고 증오스러운 욕정의 충동에 

의해서 행해진다.72) “자본주의적인 외피 (外皮)는 폭

파된다. 

자본주의적 사유(私有)의 최후를 고하는 종이 울린다. 

수탈자는 수탈당한다”73)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종

교는 아편이다”74)라든가 “노동자는 조국을 갖지 않

는다”75)는 등의 마르크스의 발언을 통해서 종교·국

가에 대한 증오심은 종교의 말살(抹殺)과 국가 타도의 

결의를 동반했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이

나 자본주의의 타도나 종교의 말살이나 국가의 타도

는 동의어(同意語)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론 

저술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심층 심리(복수심리)가 함

께 작용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혁명이론과 복수 심리의 복합

물이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이와 같이 복수 

심리와 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진술이 

쉽게 주효하여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 급속히 전파되

어 왔다고 본다. 

오늘에 이르러서 그 이론의 허구성이 공산주의 국가 

자체에서 실증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 심리

로 인하여 이 허구의 이론은 진실인양 착각되어서 자

본주의 타도라는 구실 아래 세계 도처에서 살인·학

살·방화·파괴 등 각종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이것

은 공산주의 집권층이 오늘날 세계를 정복하려는 침

략 수단으로 공산주의를 사용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

이라 하겠다.

五. 사랑과 解怨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사회개혁이론과 복수 심리의 

복합물임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길은 자명해진다. 즉 그것은 이론에 대한 

대책과 복수 심리에 대한 대책을 세 우면 된다는 결

론이 된다. 

마르크스의 이론 그 자체는 진실이 아님이 이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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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대

안(代案)을 정립, 첨가하여 체계화하면 될 것이다. 이 

사명이 여러 학자들에게 부여되었다고 생각한다. 문

제는 공산주의 이론 속에 밀착된 복수 심리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이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심층에 크거나 작거나 간에, 현

실적인 사회 환경이나 강자 또는 상위자나 우월자에 

대해서 이유야 있건 없건, 불만·섭섭함·소외감 등

을 갖기 쉽다. 

특히 빈자는 부자에 대하여, 눌린 자는 집권층에 대해

서 불만·원한 등을 흔히 갖고 있다. 이러한 소외층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전파되면 그 사상의 심리적 요소

로 말미암아 부유층이나 집권층에 대한 증오심이 유

발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류의식(同類意識) 또는 

동지의식이 생겨서 복수행위로써 혁명이 정의로운 투

쟁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의 오류가 아무리 지적

되더라도 군중의 불만심리·원한 등을 해원(解怨) 할 

수 있는 새로운 심리 운동(心理運動)이 전개되지 않는 

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그 이

론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파되어 가는 이

유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이같이 심리 작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전파를 막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의 오류의 지적과 대안의 제시 외에 그 이론에 밀착

된 복수 심리를 어떻게 무력화(無力化) 시키느냐에 대

한 방안이 또한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복수심리를 무력

화시킨다는 말은 대중심리가 공산주의의 복수 심리에 

호응하지 않도록 대중을 이끌어 주는 것을 뜻한다. 그

리고 이것 역시 이론만이 아니라 심리운동이 병행되

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운동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운동이다. 하나님의 사랑

만이 참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

에 만족과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소외감이 사라

지며, 높은 자 낮은 자의 차별, 가진 자 못가진 자의 

차별이 사라져서 불평불만이 해소 되며 조화와 협조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화가 깃들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이 인간의 심층심리의 원한이 진정으

로 풀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밝혀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이 행

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 운동이 함께 전개되게 되며 그럼으로써 붕괴

되어 가는 윤리관·도덕관을 다시 건전하게 소생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의 복수 심리도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의 소외감·굴욕감·패배감·열등감 등이 원한이 되

어 심리의 심층에 눌리어 있다가 표면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해원심리(解怨心理)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수로는 결코 근본적인 해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근본적으로 해원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주의'에 의하면 모든 원한은 하나님

의 사랑의 결핍 (缺)에 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과 종교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로 매달려서 참하나

님과 참사랑을 찾았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프롤레타

리아뿐 아니라 전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일대 종교개

혁(宗敎改革)운동을 일으켰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정해 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다. 복수 심리를 무력화시키는 

사랑의 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

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 심리전(心理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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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하나님주의'에 의한 대안이다.

六. 結論一共産主義의 종언선언 

이상으로 공산주의 이론이 전적으로 오류요 허구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단히 전파되고 있

는 이유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두 방향의 대책 

즉 사상전(思想戰)에의 대책과 심리전(心理戰)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자를 위해서는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필요하며, 후자를 위해서는 

사랑의 운동(가치관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 시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공

산주의의 종언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전적으로 오류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의 전략 전술(심리 전술)에 말려들어서 아직도 중진·

후진 국가의 젊은이들은 공산주의 이론이 진리인줄 

알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 남아 있

어야 할 아무런 명분(名分)도 이유도 없다. 폭력혁명

과 테러를 일삼는 공산주의가 잔존하면 할수록 인류

에게 피해만 주기 때문이다. 

2차 대전 때까지는 공산주의는 비록 오류의 이론이라 

하더라도 지구상에 존립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 

첫째로, 스탈린 때는 세계의 공산주의 세력은 모스크

바를 중심으로 일매암(一枚岩)의 단결을 과시하고 있

어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理想하는 통일된 

공산세계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최소한도 가질 수 있

었다.

둘째로, 1930년, 경의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일어났

던 파업의 증대, 노동운동의 격화, 빈부의 격차의 심

화, 그 후의 제국주의 전쟁(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은 외견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예언이 적중되는 

것 같았으며, 따라서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자본

주의의 붕괴의 날이 임박한 듯한 착각마저 주었다. 

세째로, 스탈린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소련 내부의 흑

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결함을 고발하는 공산주의 사상만이 알려졌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늘 목격하고 있

는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기까지 하였다. 

네째는, 193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自

由放任主義)에서 계획성·통제성이 가미된 수정 자본

주의로 전환하였는바 여기에는 공산주의가 간접적으

로 도움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

서 공산주의는 스탈린시대까지는 존립할 수 있는 명

분은 있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스탈린이 죽

자 사태는 달라졌다. 

1956년 20차 당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

판 연설을 계기로 하여 인류의 태양으로 군림하던 스

탈린은 일조에 역사 이래에 가장 포악한 흉악범으로 

낙인찍히는 동시에, 세계 공산주의의 일매암의 단결

은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독자노선 추구라는 이름 밑

에 국제 공산당은 분열되게 되었다. 특히 공산주의 대

국인 소련과 중공의 분열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결

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제국주의로 몰리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2

차대전 후, 구식민지 (舊植民地)를 해방시켰음에도 불

구하고 소련은 2차 대전 후부터는 인접 약소국가들을 

군사력으로 점령하여 위성국 가화함으로써 도리어 제

국주의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는 2차대전 후 급속한 경제성장

을 이루어 국민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된 데 반하여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 에서는 경제침체·생산성 저



392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30년사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농업정책 실패가 만성화되고 있으며, 부정부패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심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자본

주의의 모순과 병폐를 일소하기 위하여 출현한 공산

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보다 모순과 병폐가 더 심하며, 

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로써 자유세계를 끊임없이 위

협하고 있으니, 이제 공산주의는 그 출현한 명분을 완

전히 상실하고 말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중공의 인민일보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무용론을 

천명했고,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마저 이때까

지의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의 개혁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엄격히 말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명분상으로라도 이미 이 땅위에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실질적으로 마르크

스·레닌주의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구상한 공산주의 사회는 이때까지 한번도 

지구상에 실현된 일이 없으며 앞으로는 공산주의는 명

분상으로라도 이 지상에 영원히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虛構性)과 공산주의 존립의 명분 상실 및 현 

공산사회의 앞으로의 필연적인 멸망을 재확인하는 의

미에서 옥중(獄中)의 문선명(文鮮明) 선생님의 지시

에 따라 '하나님주의'의 이름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사

실상 끝났음’을 엄숙히 선언하는 동시에 그 대안으로

서 하나님주의 운동이 이미 개시(開始) 되었음을 천명

(明)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은 승공운동이 이제부터 필요 없음을 뜻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도리어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더욱 강력하게 더욱 대대적으로 승공운동을 전개하면

서 그 망령(사탄) 까지도 소멸시켜야 한다. 

오늘날의 이른바 공산주의 국가는 사실은 공산주의의 

망령(亡靈)에 의한 허상(虛像)에 불과한 것이며, 오늘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실은 그 망령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여러분과 전세계의 승공투사(勝共鬪士)들의 

빛나는 승리를 하나님께 기원하는 바이다. *

서론

1960년대에 대두되기 시작한 남북문제와 더불어 나타

난 종속이론(從屬理論, dependency theory)은 광범위

하게 사상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산주의

와 관련되고 있어서, 승공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종속이론에 대한 이해와 비판 그리고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먼저 종속이론의 논점을 소개하고, 

이어서 종속이론과 공산주의와의 비교를 보이고, 종속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一. 종속이론의 논점

종속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해

서 남북관계(제1세계와 제3세계의 관계)를 다룬 이데

종속이론의 비판
급진 좌경이론 중 종속이론만을 여기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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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이다. 남의 후진국은 2차대전 후 정치적으로는 

독립되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북(선진국)에 종

속되고 있다고 보고, 

이 종속관계(從屬關 係)를 저개발국의 입장에서 분석

하여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에 의하여 그 후진국이 종

속적 위치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제시한 이론으로서, 

종래의 자유주의 학자들의 발전이론(發展理論)에 대

한 비판 이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논지를 종합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 자본주의와 중심 - 주변의 종속체계

①  종속이론은 후진국을 선진국의 영향권에 편입시켜 

전세계를 하나의 자본주의 세계 즉 「세계 자본주의」

(Amin) 로 보고, 여기에 중심부와 주변국(Peripheral 

Country)으로 다루고 있다.

(P.Plebish ; 중심국 - 주변국, A.G. Frank; 중추국 

- 위성국, Dos Santos; 중심부 - 부변부, S.Amin; 

중심자본주의 - 주변 자본주의)

② 이 「중심-주변」의 관계는 주변이 중심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즉 종속관계)이며, 기본적으로 그 관계는 

부등가교환(不等價 交換)1)의 관계 (불평등한 무역구

조), 즉 착취 피착취의 관계이다. (Plebish Amin).

③ 이 종속관계는 국제적 차원의 「중심 - 주변」의 관

계일 뿐 아니라 후진국의 국내적 차원에서도 「중심 - 

주변」의 종속관계를 형성한다. (A.G.Frank). 

이리하여 국내 식민지 (internal colonialism)라는 개

념까지 쓰고 있다(Harold Wolpe). 

④ 이 때문에 종속국에는 수혜층(惠)과 소외층(疏外

層)이 생겨서 양자 사이에 적대관계가 형성된다.

(2) 주변국의 저개발의 원인

① 종속이론가들은 제3세계(주변국)의 저개발

(underdevelop ment)의 원인에 관하여 종래의 서구 

중심의 발전이론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② 즉, 종래의 발전이론에 의하면 모든 국가의 발전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하며, 따

라서 선진국은 후진국의 미래상이며 후진국은 선진국

의 과거상이다. 

따라서 후진국의 엘리트들이 외자도입, 기술도입 등

으로 의욕적으로 노력한다면 선진국의 발자취를 따라

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이러

한 단계설을 강력히 부정하고 선진과 후진의 관계는 

어느 때에나(즉, 15-16-17C에나 18-19C에나, 또 오

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③ 따라서 저개발의 원인은 국내적 요인(봉건적 요인, 

낮은 문화수준·종교 등)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외재

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15~18C에 이르는 기간에는 중심국들의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서, ‘19C에는 중심국의 제국주의 (帝國主

義)정책에 의해서 주변국들은 착취를 당했던 것이며, 

오늘에 있어서는 다국적 기업 등에 의해서 선진국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④ 이와 같이 주변국은 항상 중심국에 종속된 채로 오

늘날에 이르렀으며, 이리하여 중심국(자본주의 국가)

의 전 발전 단계, 즉 중상주의(상업자본주의), 산업자

본주의, 제국주의의 제 단계를 거쳐서 일관해서 주변

국의 저개발도 계속돼 왔다 (A.G. Frank).

⑤ 이와 같이 중심국과 주변국이 종속관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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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발전되었다는 설(Frank, Dos Santos)을 복합

적 발전론(複合的 發展論)이라 하며 후진국은 선진국

을 모방하여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것을 

단계적 발전론이라고 한다. 

(3) 종속구조의 성격의 변천

제3세계의 저개발의 원인이 종속에 있기 때문에 (외

재적 요인)종속의 내용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종속 구

조의 변천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Dos Santos의 종속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로 한다. 그에 의하면 후진국(종속된 부분)에서 선진

국(지배 적 부분)으로 자원이 이송되면서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바 이것이 복합적 발전으로서, 역사적으로 

볼 때 다음의 3형태 (역사적 형태)가 있다고 한다. 

① 식민지적 종속관계…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15~16C) 중 상주의 정책에 의하여 「상업=금융자

본이 식민주의 국가(종주 국)의 권력과 결탁하여 식

민지 제국의 토지, 광산, 노동력(농노, 노예)을 독점

함과 동시에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형성되는 종속관

계이다. 

② 금융 - 산업형 종속관계…이것은 대자본(독점자

본)이 중심부(선진국)를 지배한 다음 해외에 진출해서 

원료와 농산물 생산에 투자함으로써 후진국을 종속시

켜서 형성되는 관계로서, 이때에 종속국은 생산물의 

수출국이 되기 때문에 생산구조는 수출경제의 구조로

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19C말에 확립된 것이다. 

③ 기술 - 산업형 종속관계... 이것은 제2차대전 이

후에 나타난 새로운 종속형태로서 다국적 기업을 매

체로 하는 종속관계를 말한다.

선진국의 자본(기업)이 저개발국에 진출하여 현지의 

기업으로 화하여서(현지의 자본과 결합하기도 하여) 

현지(저개발국)의 시장을 지배한다. 

이리하여 저개발국(주변부)의 생산물의 질과 양은 

전혀 중심부(선진국)의 수요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한 지역의 생산은 특화(特化)와 단일재배(單一栽培, 

monoculture)로서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종속국의 

생산구조의 특징은 수출경제이다.

(4) 저개발국에 있어서의 외자 및 기술의 공과

저개발의 원인이 외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후진

국의 경제성 종속론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유

주의 발전론자들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으나, 종속론자들은 외

자와 기술의 공적(순기능)에 못지않게 악영향(역기능)이 

크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다음과 같다.

(一) 외자의 악영향(외자의 역기능)

① 저임금 정책에 의한 소득격차…외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때문에 부득이 저임금 정책을 써야 하며 소득에 

격차가 필연적으로 생긴다. 

②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적 성장…역시 외자 상환을 

위해 수출 지향의 공업에 편중하기 때문에 농업 등의 

내수산업을 경시하여 농공의 발전이 불균형성을 띠게 

된다.

③ 게다가 국제 금리의 인상에 따라서 외채는 더욱 누

적이 되어 농공의 불균형은 더욱 가중된다.

(二) 기술의 역기능(기술의 악영향) 

① 과중한 부대비용(附帶費用) : 후진국에 도입되는 

기술은 대부분 낙후된 것으로서 로얄티 또한 고가여

서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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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업의 증대 :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실업이 증대한다. 

③ 중소기업의 위축 : 기술이 뒤떨어진 중소기업은 자

연히 위축 된다. 

④ 전통 문화의 붕괴 : 기술의 도입과 함께 서구 문화

가 유입되어 전통적 문화가 붕괴된다. 

이와 같이 종속이론가들은 외자나 기술은 주변국의 

발전을 돕지 못하고 도리어 저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

다고 주장한다.

(5) 주변국에 있어서의 다국적 기업의 공과

어떤 거대한 기업이 여러 나라에 그 계열 회사를 가지

고 세계적 규모로 기업 활동을 할 때 그 기업을 다국

적기업(多國籍企業)이라고 하는데, 그 주재국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후진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그 후진

국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속 

이론가들은 이 견해에 반대한다. 즉, 다국적기업은 순

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을 드러낸다고 한다. 

우선 다국적기업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중심국과 주변

국의 소위 기술-산업형의 종속관계에 있어서 그 주

요한 매개체적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다.

① 그 역기능으로서 첫째는 주재국의 민족 기업의 육

성과 자율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그 이유는 시장

을 독점하고, 소비 풍조를 조장시키고, 정치인의 매수 

등으로 불신풍조를 돕기 때문이다.

② 둘째는 소득구조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다국적기

업 역시 저임금 정책을 쓰는 동시에 생산성의 고수준

(기술집약적 생산 방식)에 의한 실업의 증대를 가져와

서 소득의 격차를 초래한다. 

③ 종속관계를 강화한다. 종속국의 종주국에 대한 의

존도를 더욱 높여서 종속관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동

시에 다국적 기업에 협력하는 수혜층(受惠層)과 그렇

지 못한 소외층이 형성되어 양측의 대립이 심화된다.

(6) 종속과 분업

① 종속 관계의 실태는 불평등의 무역구조였는데 여

기에 국제 분업이 관련되게 된다. 산업지역이 자연적 

조건에 구애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분업의 종별

이 달라진다(비교생산비차에 의해서도 분업이 형성

됨). 국제 분업의 목적은 생산성을 높여서 무역을 통

해 상호 이익을 얻으려 함은 물론이다. 

② 그러나 종속론자(예컨대 Dos Santos)들은 종속을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잉여노

동에 의한 잉여생산물을 수탈하기 위해서의 국제 분

업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즉, 국제적인 잉여생산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국

제적 분업을 발달시켰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노동의 

국제적 분업은 불균등의 복합적 발전을 취하는 자본주

의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Dos Santos)라고 한다.

(7) 종속이론의 미래상

종속이론을 논하는 학자들은 많지만 구체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학자는 없는 것 같다. 제3세계의 저개발의 

모든 원인이 세계 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력(집권계층)을 폭력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실

현시키는, 이른바 외래 자본 및 외래 기업(다국 적 기

업)을 철수시키고 자력갱생(自力更生)에 의하여 사회

주의 사회를 실현하려 하는 것이 겨우 그들의 미래상

인 것 같다.(Tony Smith).

칠콜레(Ronald H. Chilcole)와 에델스타인(Joe E. 

Edel stein)에 의하면 중남미의 종속론자들의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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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를 탈종속의 모델로 삼고 있다. 

쿠바 혁명이 바로 중심국에의 종속의 굴레에 서 벗어

난 해방의 선례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쿠바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① 주요한 생산수단을 국유화함으로써 인간소외를 해

결하려 했으며(실제에 있어서는 소외 문제가 해결되

지 않았음),

② 반소비주의 정책으로써 사치풍조를 일소키 위하여 

고도소비(super consumption)를 억제하였으며, 

③ 노동은 과외수당, 휴가 등 화폐적 유인, 즉 물질적 

유인(物質的 誘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적 유인(精神的誘因)에 의해서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집단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해가고 

있다. 새로운 형의 인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i) 자기중심주의 잔재가 일소되었다.

ii) 집단인(the collective)의 이익에서 개인의 발전을 

추구한다. 

iii) 인간 착취와 계급 분화에 대하여 기꺼이 투쟁하도

록 계몽되어 있다.

iv) 그들은 정치투쟁에서 최후까지 싸우며 두려워하

지 않는다.

v) 그들은 영웅적이며 학구적이며 혁명의 권리(존재의 

권리, 전진의 권리, 승리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형은 오늘날 쿠바에서 전체

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며, 쿠바가 앞으로 실현하려

는 인간의 모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상 쿠바의 예는 중남미의 탈종속운동(脫從屬運

動)이 모두 따라야할 모델로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탈종속의 선례의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Chilcole, 

Edelstein).

二. 종속이론과 공산주의의 비교

종속이론도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양자는 유사

하다 하겠다. 

특히 강경론자 중에는 마르크스의 분석 방식과 비

판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지적 폭로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착취제도로 규

정하고 그의 타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

산주의 (Marxism)의 논리와 기본적으로 같다 하

겠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제3세계를 중심하고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그리고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의 

당시와는 1백 년 이상의 역사적 변천의, 터위에서 전

개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차이점 또한 불소하다. 

그 비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一) 저개발의 원인에 관하여

공산주의(마르크스 레닌주의, 이하 같음)는 제3세

계의 저개발의 원인을 내재적인 것으로 보고, 제3세

계 내부의 봉건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이 결탁(feudal 

imperialist alliance)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고 보는데 반하여 종속이론은 그 원인을 외재적인 것

으로 보고, 제3세계가 선진국의 경제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구조적으로 종속된 

것은 오늘의 자본주의가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 자본

주의 체제를 이루었기 때문임).

(二) 저개발에서의 해방의 수단에 관하여

○ 제3세계(후진국)가 저개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고 봉건주의 및 제

국주의 세력을 타도하여 독립을 쟁취한 다음, 어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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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자본주의 방식에 의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

는 확산이론(diffusion theory)를 긍정한다(선진국은 

후진국의 미래상]이기 때문).

○ 종속이론은 비확산이론에 입각하여 공산주의 공식

을 반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직접적으로 타도할 것

을 주장한다.

(三) 사회적 기본 모순(基本矛盾)의 성격

○ 공산주의는 유물사관(遺物史觀) 이론(理論)에 의

하여 사회적 모순이란 계급대립, 즉 부르조아지

(bourgeoisie)와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와의 

대립이며, 따라서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투

쟁을 중요시한다. 

이 종속이론은 종속성매판(從屬性買瓣) 부르조아지만

을 인정하며 소위 민족 부르조아지를 인정하지 않는

다. 그리고 매판(買瓣) 자본가들은 혁명 역량도 자주

적 경제력도 없으며 외세와 권력에 아부하며 봉사할 

따름이다. 

사회적 모순은 바로 이러한 세력과 소외된 주변계급

과의 대립인 것이다.

(四) 투쟁의 대상에 관하여

○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직

접 투쟁해야 할 대상은 일치하지 않는다. 

○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부르조아지와 그의 앞잡이들

이 그 대상이며,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에 서서 싸운다. 따라서 투쟁은 주로 국내적 성격을 

띤다(계급적 입장이기 때문). 

이 종속이론에 있어서는 민족적 입장이기 때문에 외

국자본세력, 매판 부르조아 권력층 등과 싸우며, 소외

된 주변세력(국민 대중)의 편에 서서 싸운다(이론가, 

학자들의 싸움은 반드시 물리적 힘에 의한 싸움만은 

아니며, 도리어 이론을 전개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궐

기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따라서 투쟁은 국내적 성

격과 함께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된다.

三. 종속이론과 레닌의 제국주의론과의 비교

레닌의 제국주의론도 종주국과 식민지라고 하는 2대 

개념으로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

며, 선진국(중심국)인 종주국이 후진국(주변국)인 식

민지를 경제적으로 침략하여 착취 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종속이론과 같다. 그리하여 일부의 종속이론

자는 레닌을 종속이론의 선구자로 보고 있다(예컨대 

Palma).

그러나 이 양자간에도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一) 중심과 주변의 관계의 성격

○ 레닌의 제국주의론(이하 제국주의론이라 함)은 양측

의 관계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힘의 

관계로 다루고 있다. 즉, 정치와 군사의 힘을 배경으로 

중심국이 주변국을 침략하여 착취하고 있다고 본다. 

○ 종속이론은 양자의 관계를 주로 경제적 관계를 다

루고 있다. 후진국은 2차대전 후 명목상 정치적으로

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二) 후진국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에 관하여

○ 제국주의론은 민족 부르조아지의 주도하에 자본주

의가 발달 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종속이론을 민족 부르조아지 자체를 인정하

지 않기 때문에 민족적 자본주의의 발달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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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부등가(不等價) 교환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 제국주의론은 영향의 초점을 중심국에 두고 부등

가교환(不等價交換)은 중심국의 이익이 되어서 국내

의 모순 시정에도 기여 한다고 보고 있다. 

○ 종속이론은 동 초점을 주변국에 두고 이 부등가교

환이 바로 주변국의 저개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四) 제국주의의 성격에 관하여

○ 제국주의론은 중심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자본주의 

발달의 최고의 단계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단계는 결국은 열강(자본주의 열강)의 영토 분할 전쟁 

즉 시민지 쟁탈전에까지 연 결된다고 보고 있다. 

○ 그러나 종속이론은 그렇게 보지 않으며 제국주의 

정책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후진국을 지배하려는 경제

적 전략으로 파악한다.

(五) 자본주의의 단계 설5)에 관하여

○ 제국주의론은 자본주의를 어떤 국가나 한번 통과

하는 역사 발전의 한 단계(사회주의 전 단계)로 보고 

있다. 

○ 종속이론은 그렇게 보지 않으며 주변국에 있어서

는 자본주의에 종속된 경제, 즉 종속자본주의 (從屬資

本主義)가 있을 따름 이라고 주장한다.

四.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

다음은 종속이론을 비판하기로 한다. 종속이론의 비

판의 요령은 공산주의의 비판의 공식과 같은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통일원리(통일사상)에 입각한 

비판이었으며, 그 첫째 요령 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 목적을 

먼저 세워 놓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목적의 합리화 

수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론이 관념화되기 쉬

우며, 따라서 비현실성, 비실증성(非實證性)으로 흐르

게 마련하는 것을 지적하고, 둘째의 요령은 사회개혁

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다시 폭력을 불러 일

으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단 그것이 성공 했

다 하더라도 폭력으로써 쟁취한 정권을 수호하기 위

해서는 다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공산세계가 그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인간의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가 아니고 공포와 억압의 지옥

으로 화한다는 것을 지적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종속이론에 대하여 그 이론과 실

천에 관하여 비판하기로 한다.(단, 여기서는 사회주

의적 성향을 지닌 강경파 종속이론에 관해서만 비

판하기로 하며, 온건파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온건파 이론가들은 종속문제를 될수록 평화

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

이다).

(1) 이론 자체에 관한 비판

(一) 저개발의 원인과 부등가교환론에 관하여

종속이론이 세계를,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중심과 주

변으로 계층화시키고, 그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착

취관계 즉 부등가교환 관계(不等價交換關係)로 단정

하고 이것이 저개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이요 교조주의적(敎條主義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배국과 피지배국으로 층화시켜서 지배

자는 범죄자, 가해자들이고 피지배자는 피해자, 희생

자라고하는 흑백논리(黑白論理)를 세우는 것은 중심

국가들의 지배세력을 타도하려는 목적을 먼저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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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그 목적 달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종속이론

이 세워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은 마치 140년전 마르크스(Marx)가 그 당시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참상을 개탄하고, 사유재산의 폐지

를 표방하고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

르조아지를 타도하기 위하여 (즉, 목적을 먼저 세워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이론을 세

웠던 것과 흡사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를 실

시하기로 되어 있는 공산주의 진영 내부의 사정은 과

연 어떠한가? 과연 노동자들이 억압에서, 빈곤에서 

해방되었는가?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가혹한 억압과 빈곤 에서 허덕

이고 있지 않은가? 

거기다가 1백 40년전 마르크스가 증오하면서 반드시 

역사발전의 필연성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고 했던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자본주의 국가는 서서히 사

회적 모순을 개선해 가면서 오늘 날까지 살아남아 있

을 뿐 만 아니라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이 목적을 먼저 세워 놓고 그

것을 다만 합리화한 것에 불과하며, 그리하여 역사의 

현실과 동떨어진 가공적(架空的)인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의 종속이론도 마찬가지다. 그것의 비현실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2차대전 후의 일본과 

서독은 오늘의 제3세계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 있었으나,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절히 도

입하면서, 그리고 부등가교환도 감수해 가면서 엘리

트들이 정력적인 노력을 다함으로써 오늘날의 선진국

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한국, 자유중국, 싱

가포르 등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종속의 사슬을 끊고 자력갱생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거부한 나라들의 운명은 어떠

했는가? 

서독의 학자 Fritz Voigt의 조사에 의하면, 탄자니아

(Tanzania), 앙고라(Angola), 버어마(Burma), 베니

아(Benia), 리베리아(Liberia) 등에서 선진국의 원조 

없이 산업발전을 꾀하다가 모두 실패했음을 밝히고 

있으며(조선일보, 1981. 2. 19, [이데올로기 비판 모

델]제하의 이규호 문교부 장관의 강연), 강경론자들 

말대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쿠바(Cuba)는 사회

주의의 꿈은 구호로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경제가 파탄

의 경지에 이르러, 결국은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인 소련

에 종속되어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종속이론이 저개발의 원인을 전적으로 중

심국의 지배에만 두고 그 본질을 부등가교환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전혀 독단인 것이다. 

저개발의 원인의 하나는 물론 부등가(不等價)란 종속

관계에도 있지만, 그 외에 제3세계의 문화요소, 국민

성, 지도자의 leadership, 종교 등도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이니, 전자를 제1요인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제2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요인을 적절히 개

선함으로써 제1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서독

과 일본의 성공은 그 좋은 표본이라고 하겠다.

(二) 확산이론 (擴散理論, diffusion theory)에 관하여

종속이론은 확산이론을 반대한다. 확산이론은 외자

와 기술의 도입은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이론으

로서, 전통적인 후진지 역에 선진사회의 자본과 기

술이 확산 즉 전파됨으로써 동 지역이 근대 사회로 

근대화한다는 이론인데, 종속이론은 이 이론을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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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개한 바와같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는 순기

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있어서 도리어 저개발의 원인

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저

개발의 원인이 후진국 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대내의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외재적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여서 성공한 모델이 적지

않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확산이론을 반대하는 것은 

이미 설정해 놓은 목적을 합리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더해 줄 뿐이다.

(三) 국가관에 관하여 

대부분의 종속이론가(强硬派)들은 국가의 기능을 과

소평가하거나 무시한다. 그들은 제3세계의 국가는 외

세의 이익과 자국의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종

속기구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것의 타도를 부

르짖는다. 

이것은 마치 공산주의의 국가관이 「국가는 지배계급

의 계급지배를 위한 도구이다」라고 보고 그것의 타도

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저개발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다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의욕적이고 정력적인 정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개발국일수록 국가(정부)의 지도력

(leadership)이 필요한 것인데, 도리어 그것을 반대하

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이러한 국가관에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니, 그것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사

실은 혁명가들)의 국가주권의 탈취인 것이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혁명의 목적은 국가주권의 탈취

에 있다고 밝혔다. 

종속론자들의 국가관에도 일정한 목적, 즉 국가주권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전략 또는 방법에 대한 비판

다음은 저개발 상태에서 제3세계, 즉 주변국가들을 

해방시키는 종속론자들의 대책 즉 전략 (방법)에 대하

여 비판하기로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개발의 원인은 오로지 주변

국의 중심국에의 종속에 있기 때문에 저개발의 해소

의 길은 이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따라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끊어 버리는 것이며, 그

러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으로써 이 종속기구를 자국의 

집권층과 함께 타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중심국과 주

변국과의 쌍무적인 협상도 반대한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폭력은 새로운 폭력을 불러일으키

고, 일단 폭력으로써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지

키기 위해서는 다시 폭력을 써야하는 악순환이 거듭

될 뿐이며, 그러는 동안에 사회의 대혼란과 경제의 파

탄은 겁잡을 수 없게 된다. 

제3세계의 이러한 혼란은 결국은 세계적화를 부단히 

추구하고 있는 공산주의, 특히 소련에게 침투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임에 틀림없는 일이라 

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련의 이같은 방대한 계획에 의해

서 일부 강경론자들이 이러한 혼란을 의도적으로 조

성하여서 소련의 침투를 유도하도록 조종 받고 있다

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후진국가에서 종속이론에 적합하도록 혁명에 성공한 

가장 두드러진 예는 중공의 모택동일 것이다. 

그는 장개석 정부를 외래자본의 앞잡이로 몰고 드디

어 그를 타도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 후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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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가?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만의 인

민을 학살하고, 수십년동안 동고동락하던 동지들을 

숙청하였으며, 외자와 기술도입을 외면하고 자력갱생

한다는 구호 아래 인민공사를 만드는 등 각종 개혁을 

실시했으나, 결국 경제성장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최근 등소평은 모택동의 정책 전체를 무로 돌리고 

도리어 자본주의적 방법을 점진적으로 다시 도입해 

가면서 실용주의 노선(實用主義路線)을 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중공의 예는 바로 강경파종속이론(强硬派從

屬理論)의 허구성을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五. 종속이론에 대한 대안

이상 종속이론의 논점과 이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였

다. 다음은 이 종속이론에 대한 대안을 제사하고자 한

다. 이것은 물론 통일 사상에의한 대안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대안에는 부득이 원리적 비판도 함께 가해

지게 된다. 

(1) 종속이론에는 철학적 또는 신학적 근거가 없다. 

① 종속이론은 전부가 서구를 중심한 발전이론을 반

대하고 제3세계의 민족적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종속이론이 서구학자들의 발전의 개념이나 확

산이론을 반대하는 것은 아무리 거기에 근거와 이유

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의 신학적, 철학적 사고, 방

식을 반대하는 것이 된다. 

서구의 철학이나 사상은 2천여년의 서구문화의 소산

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세이후 서구는 기독교 문명

권에 속해 왔던 것이며, 서구산의 모든 사상은 직접으

로나 간접으로나 기독교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무신

론 사상인 마르크스주의(Marxism)도 기독교 문명의 

소산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마르크스 연구가들 중에

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사회에서 자라

난 마르크스가 무신론적(無神論的) 입장에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아적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고 증언하는 학자도 있다.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에는 인류구원의 사명감에 불타

는 메시아니즘(Messianism)적인 자각이 여러 곳에서 

엿보인다. 

② 서구인의 종속관은 공산주의 종속관까지 포함해서 

서구 사상의 소산이요, 더 깊게는 기독교문명의 파생

물이었던 것이다. 

서구인의 종속관념의 시발은 기독교의 교회생활에서 

유래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에게 의지(從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독교 신

앙생활, 그리고 신자는 주님의 대신자인 목자에 의지

하고 목자는 신자들을 지도해 주게 된다. 

따라서 서구인들의 종속관념은 이러한 신학적 근거에

서부터 생겼다고 봄이 마땅한 것이다. 

③ 그리고 자본과 기술을 후진지역에 전파 확산하여

서 그곳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확산이론(擴散理論)

의 개념도, 기독교를 땅끝까지 전파한다는 선교관념

(즉 신학적 근거)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이라 하더라도 유물론, 변증법, 유

물사관 등의 체계적인 철학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종

속이론(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이같은 철학을 기초로 

성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구인들의 종속관념(從屬觀念)이나 확산 

관념(擴散觀念)은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고, 문화

적 전통에 유래하는 신학적 또는 철학적 개념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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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제3세계 중심의 종속론 자들이 서구식인 

개념들을 반대한다면 이에 대체될 만한 새로운 철학

적 개념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의 종속론자들은 그들의 종속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신학이나 철학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며, 다만 그것을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사용

하고 있을 뿐이다. 

④ 여기에 제3세계의 논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는 끝내 말라버리는 것

과 같은 것이다. 

그 나무가 다시 살려면 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신학적 근거나 철학적 근거가 없는 

종속관념이 생명을 부지하려면 어떠한 신학적 또

는 철학적 기초 위에 옮겨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다. 

따라서 제3세계의 종속이론은 다음의 두가지 방향 중

의 하나를 취사선택해야 할 것이다. 즉, 유물론적(唯

物史觀的)인 철학이냐, 또는 새로운 유신론적인 철학 

즉 새로운 신학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일부 강경론자들의 종속이론이 내용을 

보면, 상술한 바와 같이 형식상의 경제적 개념으로는 

공산주의의 종속이론과는 다른 면이 더 많지만 내용

적으로는 이미 공산주의 철학(唯物史觀,辯證法)에 접

붙여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분석방법과 혁명의 방법(暴力革命)

이 공산주의의 그것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서, 그리고 최근에는 통일사상(統一思想)에 의해서 자

본론까지 포함한 전 이론체계가 허구임이 밝혀졌으

며, 더우기 소련, 중공 등을 위시해서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 자체가 전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이 허구

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종속이론이 진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새로운 신학적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 이론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학적 근거 

위에 세워졌던 종래의 종속관념, 확산이론으로는 오

늘의 현실적인 종속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신학적 사상은 어떠한 것일까? 그

것이 바로 통일사상인 것이다.

(2) 통일사상에 의한 대안 

① 통일사상은 통일원리(統一原理)를 기반으로 한 신

학적사상으로서 광범한 철학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

다. 그런데 오늘날의 남북문제, 종속문제에는 자본주

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문제가 관련되고 있는 동시

에 인종문제, 기독교문제, 그리고 서구문화와 제3세

계 문화의 관계의 문제 등이 얽혀져 있다.

통일사상은 이러한 문제를 신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역사(攝理歷史)의 관점에서 다

루고 있다.

통일사상은 섭리역사를 재창조역사(再創造歷史)인 동

시에 탕감복귀역사(蕩減復歸歷史)로 보며,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는 데는 반드시 일정한 법칙 즉 창조의 

법칙 또는 복귀의 법칙을 적용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사탄(Satan)의 방해(反對役

事)로 말미암아 자주 실패하곤 하였으며, 그때마다 실

패로 인하여 흐트러진 섭리적 상황들을 다시 수습하

면서 일정기간 뒤에 새로운 섭리적 인물을 세워 놓고 

새로운 섭리를 개시하곤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탄의 반대 작용(反

對作用)을 고려하지 않고는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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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통일사상의 견해다. 

②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창조목적과 창조이상을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는 하나님의 속성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속성(屬性)의 본질은 심정(心情)이요, 사랑

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이다. 하나님은 이 무한한 

사랑을 대상(對象)에게 퍼부어주면서 한없이 기뻐하

려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 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 인간을 또 기쁘게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였다. 

이것이 창조 목적이다. 그리고 창조이상은 인간의 하

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지상

과 천상에 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간은 사랑의 인간이 되지 못하고 

이기주의적(利己主義的) 인간이 되었고, 따라서 지상

세계는 악의 세계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죄의 세계에서 인간들을 구해서 창

조이상의 세계를 기어이 복귀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섭리해 오셨다. 이리하여 인류역사는 복귀섭리역사가 

된 것이다.

③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역사에 적용된 창조법칙과 

복귀법칙에는 각각 여럿이 있는 바, 이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創造)의 법칙(法則)에는 

i) 상대성(相對性)의 법칙(法則) 

ii) 수수(授受)의 법칙(法則) 

iii) 상극(相克)의 법칙(法則) 

iv) 중심(中心)의 주관(主管)의 법칙(法則) 

v) 삼단계 완성(三段階完成)의 법칙(法則) 

vi) 6수기간(六數期間)의 법칙(法則) 

vii) 책임분담(責任分擔)의 법칙(法則) 

등이 있으며, 

다음 복귀(復歸)의 법칙(法則)에는, 

i) 탕감(蕩滅)의 법칙(法則) 

ii) 분립(分立)의 법칙(法則)

iii) 4수복귀(四數復歸)의 법칙(法則) 

v) 거짓과 참의 선후(先後)의 법칙(法則) 

vi) 종(縱)의 횡적(橫的) 전개(展開)의 법칙(法則) 

vii) 동시성 섭리(同時性 攝理)의 법칙(法則)

등이 있다. 

④ 종속문제와 섭리의 법칙

종속문제를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섭리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통일사상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기의 섭리의 

법칙 중 종속문제와 관련된 것을 특히 다루기로 한다. 

i) 상대성의 법칙 : 모든 관계는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 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도 상대적 관계이다.

ii) 수수의 법칙 : 주체와 대상간의 원만한 수수작용이 

중심과 주변간에도 벌어졌어야 한다.

iii) 중심의 주관의 법칙 : 주체는 중심의 입장에서 사

랑으로써 환경(주변)을 주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iv) 6수기간의 법칙 : 재림의 6수기간 전부터 인간복

귀, 환경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섭리가 시작되는 바, 

종속문제도 재림과 관련되어서 발생된 것이다.

v) 책임분담의 법칙 : 종속문제는 선교와 관계가 있는

바 선교국(영국 등)이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하고 피선

교국(被宣敎國)을 착취하였다. 

vi) 탕감법칙 : 오늘날 흑인의 백인에의 예속은 함의

자손에 대한 노아의 저주로 인한 탕감이요, 오늘날 백

인의 수난은 흑인 또는 원주민을 노예로 부렸거나 또

는 살해한 데 대한 탕감이다. 

vii) 분립의 법칙 :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분립의 법

칙에 의해서 세워진 가인(Cain)편 세력과 아벨(Abel)

편 세력이다. 민주주의는 다시 가인편과 아벨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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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지게 되는 바, 백인은 카인이요, 황인은 아벨이

다. 그리고 통일교회(統一敎會)는 아벨 중의 아벨이

다. 그러므로 제3세계는 공산주의를 택하느냐 통일주

의를 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vii) 4수기간의 법칙 : 섭리역사는 하나님과 사탄간에 

벌어진 4수기간의 빼앗긴 싸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토인비의 4수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남북문

제 대두까지의 40년, 남북문제로부터 종속문제 해결

까지 40년이 예상된다.

ix) 조건물 섭리의 법칙 : 반석 2타, 아브라함 제물 실수

(애급 고역)등의 조건물 섭리의 예와 같이 함의 실수에 대

한 조건적 섭리와 흑인의 노예 생활(4, 400년? 400년?) 

x) 거짓과 참의 선후의 법칙 :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해

서 거짓(Caesar, Stalin)과 참(예수, 재림주)의 선후의 

법칙에 따라 종속문제도 양면에서 다루어진다. 

⑤ 결언 : 이상을 요약하면, 종속문제의 근본적인 해

결은 하나님의 창족 목적과 섭리역사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며, 메시아사상인 통일주의(統一主義, 統一

思想)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

자면 하나님의 창조(創造)의 법칙(法則)과 복귀섭리

(復歸攝理)의 법칙(法則)을 적용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註 1) 부등가교환(不等價交換, Exchange of non-

equivalent)·종속이론가들은 한결같이 주변부(周邊部)의 「경

제잉여」가 중심부에 수탈 이전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Amin은 

이론적으로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① 첫째로 임금(따라서 잉여가치율)은 동일하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다른 때 생산 가격은 선진국편이 높아져서(유기적 구성

의 고도화 때문) 그 높은 만큼 생산물은 국제시장에서 중심부

로 옮겨진다(가치이전). 

② 둘째로 동일한 생산기술(동일한 유기적 구성) 하에 임금(즉 

잉여가 치율)이 부동일 때 역시 생산물 가격이 선진국편이 높

아져서 국제시장에 있어서 중심부로 가치이전(價値移轉)이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③ 이와 같은 불평등한 무역구조가 종속의 실태인 것이다.

註 2) 종속구조와 분극화(세분화) 중추국과 위성국의 종속의 

분극화(分極化, 분극작용)는 위성국 내부에서 세분화되어서

(단계적으로 반복되어서) 농촌에까지 이른다. 

이리하여 중추국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인 중추-위성의 계

열이 형성되며, 이 계열을 통해서 중추국을 정점으로하는 일원

적인 중추위성의 계열이 형성되며, 이 계열을 통해서 중추국은 

위성국의 농촌에까지 그 경제적 지배력을 침투시켜 경제 잉여

를 수탈한다는 것이다.(Frank).

註 3) 발전에 관한 Trotski와 Stalin의 견해

① 스탈린은 마르크스의 「산업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발달정도

가 낮은 나라에 대하여 그 자신의 미래상(未來像)을 보일 뿐이

다」<자본론〉 제 一권, 암파문고, pp.3~5)라는 이론에 따라서 

단계적 발전론의 입장에서 「일국사회주의론(一國社會主義論)=

단계 혁명론(段階革命論)」을 주장했다.

한민족의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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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rotski는 마르크스의 「부르조아 계급은 세계 시장의 착취

를 통해 서 모든 나라의 생산과 소비를 세계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공산당 선언〉, 암파문고, p44)와 물질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정신적인 생산(예 : 민족문학에서 세계문학의 형성)

에 있어서도 세계주의가 형성되었다(同上)라는 이론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세계 사회주의론=영구 혁명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복합적 발전론). 

③ 여기서도 마르크스 이론의 애매성을 발견할 수 있다. 

註 4) 특화(specialization) : 한 나라의 산업구조나 수출구조

에 있어서 특정 산업 또는 상업 또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사전) 

특화산업(specialized industry) : 국제 분업을 전제로 해서 다

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드

는 산업을 말한다.

註 5) 레닌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

으켜서 강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실시했다. 자본주의 단계설을 

인정하기 않는 종속이론은 그런 면에서 레닌적인 방식(구데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산주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충분

히 있다. 경계해야 할 점이다.

1. 민족사의 재인식

우리 민족은 인류역사가 시작되는 원시시대에 홍익인

간정신을 개국 이념으로 나라를 세운 이래 오늘에 이

르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조상이 물려준 

영토를 지키며, 전통문화를 발전 시켜 반만년의 민족

사를 면면히 이어왔다. 지구상에는 3천이 넘는 민족

(종족)이 분포되어 있으나 독립된 자기 민족국가를 가

진 민족은 180여개국에 불과하고 그 민족사를 인류역

사 이래 잘났건 못났건 면면히 단절 없이 이어 온 민

족은 흔치 않다. 

우리 민족이 어떠한 시련도 반드시 극복하고 민족사

를 발전시켜 왔다면 앞으로도 인류역사가 있는한 우

리 민족은 역사를 창조해 갈 것이고, 3국시대와 후3

국시대를 민족적 의지로 통일하였다면 지금의 분단 

상태도 반드시 통일할 것이다. 또한 인류역사 이래 문

화민족의 자부와 긍지를 갖고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면 반드시 문화선진국으로 발전하여 세계사에 공

헌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민족사를 발전시켜 온 역사능력은 우리의 심장

과 머리속에 내재한 강인한 민족적 저력과 탁월한 문

화능력으로 집약된다. 

우리 민족은 자주의식이 남다른 민족으로 정신적 승

복 없이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 독립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독립정신이 강한 우리민족이 주변의 

강대한 세력들로부터 침략을 자주 받자 강력한 저항

의식이 생겨났고, 오랜 항쟁 과정에서 독립정신과 

저항의식이 강인한 민족적 저력으로 승화되어 지구

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강도 높은 민족적 저력이 축

적되었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에서 3국통일 때까지 중국대륙을 

통일한 한·수·당 등 대제국과 맞서 약 1천년간 항

쟁했고, 고려시대에 거란과의 25년 세계 제국을 건설

한 몽고와 40년의 혈전을 벌였으며, 조선시대에 왜란

과 호란을 당했으나 단 한번도 무력 앞에 승복한 일이 

없었다. 역부족으로 패해도 끝까지 항거하여 반드시 

독립을 되찾았다. 

우리 민족은 창조정신이 뛰어나고 문화의식이 높은 

문화민족으로 이것이 교육열과 학구열로 나타났으며,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다. 

선사시대부터 선진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여,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의 문화라도 우리 문화발

전에 도움 되는 우수한 것이라면 모두 흡수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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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소화시키고 재창조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왔다. 

삼국시대에 받아들인 불교를 토착신앙과 결부시켰고,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한국불교로 토착시켜 우리 땅

을 불토라했다. 또 한 전통적인 인간존중사상과 유교

정치이념을 결합시켜 민본정치 이념을 확립했으며, 

과학기술·출판문화·자기 예술 등 독창적인 문화를 

끊임없이 창조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민족은 

탁월한 문화능력을 축적하였고 마침내 민족문자인 한

글을 창조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민족적 저력과 탁월

한 문화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능력을 갖추고 인류

역사 이래 찬연한 민족사를 창조해온 문화민족의 자부

와 긍지를 갖고 선진조국 건설에 매진해야 하겠다.

2. 민족의 사상•정신•의식

1) 사 상

① 경천사상(敬天思想) 경천사상은 하늘(하나님)을 받

들어 모시는 사상이다. 환웅과 단군이 가장 중요시했

던 일은 바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일이었다. 우리민족

은 예로부터 경천사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제천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 예로 예맥에서는 무천(舞天), 부여에서는 영고(迎

鼓),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 백제에서는 교천(郊

天), 신라에서는 팔관제(八關會) 등의 제천의식이 있

었다. 

경천사상에서 종적(縱的) 가치관이 나오게 되는 것이

다. 부모·임금·스승·어른 등은 모두 종적으로 위에 

계시는 분들로서 공경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

천사상에서 충·효의 사상이 나 오게 되는 것이다. 군

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도 이러한 경천사상에서 

나오는 말이다.

② 홍익인간(弘益人間) 

다음으로 단군 신화에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들어있

다. 여기에서 홍익인간이란 말은 인간세계를 널리 이

롭게 한다는 뜻이다. 경천사상이 종적(從的) 가치관인

데 대하여 홍익사상은 횡적 (橫的) 가치관인 것이다. 

형제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가정·사회·

국가·세계에 대한 사랑 등의 횡적 윤리를 나타내는 

가치관인 것이다. 

③ 광명 사상(光明思想) 

단군신화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사상은 광명 사상

이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시를 

열었는데, 여기에서의 태백산은 이두식 표현으로 

“크게 밝은 산”을 의미한다. 단군의 “단”(檀)도 “밝은 

땅”을 뜻하는 글자로 단군은 “밝은 땅의 임금”이란 

뜻이다. 

또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했고, 타계한 곳도 아사

달인데 이 아사달 역시 이두식 표기로 아사(朝), 곧 아

침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사달은 “아침의 땅”, “밝

은 땅”, “처음의 땅”의 뜻인 것이다. 아사(朝)는 아침

이란 뜻의 우리말의 고어이다. 오늘날 일본어에서 아

침을 아사(朝)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 일본으로 건너

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정신 

① 도의정신(道義精神)

경천·홍익사상에서 도의 정신이 나온다. 우리 민족

은 위아래 사람에 대한 윤리의식이 뛰어났고, 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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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대한 예절도 훌륭했다. 

예로부터 동이족(東夷族)인 이 나라를 동방예의지국

(東方禮儀之國)이라 불렀던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

닌 것이다. 한서지리지에 보면 동이족은 천성이 유순

하고 이어 삼방지외(異於三方之外)라 하여 서융(西我) 

남만(南灣) 북적(北城)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또 중국의 자강 오랜 사서의 하나인 산해경에도 청구

국(靑丘國)은 군자국으로서 의관대검호양부쟁(衣冠帶

劍不爭)(의관을 쓰고 칼을 차고 서로 서로 양보하며 

싸우지 않는다)이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일러 '해뜨는 아침의 나라'라

고 말하고 있고, '백의민족'으로 일컫고 있는 것도 바

로 우리민족이 도의민족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

니겠는가. 

② 평화정신(平和精神) 

상하좌우의 윤리의식을 갖춘 민족이 전쟁이나 투쟁을 

좋아할 리가 없다. 우리민족은 평화를 사랑했으며 호

양정신으로 그 맥을 이어왔다. 

우리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외침을 받았으면서도 침략

에 대한 항거는 했지만 한번도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

해 본 적이 없는데, 이는 바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평

화적인 민족인가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

각된다. 

③ 창조정신(創造精神) 

우리 민족은 도의·평화정신뿐만 아니라 창조정신이 

훌륭하다. 광명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한 창

조적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창조정신이 밖으로 지향될 때는 개척정신이 된다. 7

세기의 일본 비조문화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불교문

화가 그 중심이었으며, 고대에 만주나 산동 반도 황하

유역 등을 우리 민족이 개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

어 우리민족의 활발한 창조정신을 말해주 고 있다.

또 창조정신이 내적으로 수렴될 때에 예술정신이 된

다. 우리의 전통 예술은 참으로 독창적이고 훌륭하다. 

그림, 공예품, 사찰, 석탑, 불상, 음악, 악기 등 수많

은 예술품들이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면서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들어내고 있다. 

고려청자는 송나라에서 배워 온 것인데 당시 송나라 

도공이 우리나라에 와서 청자를 보고 자기나라 것 

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감탄한 적이 있다고 한다. 

청자의 푸른빛은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운 은은한 멋을 

풍기고 있다. 이 청자는 하늘의 푸르름을 나타냄과 

동시에 바로 경천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 의식 

① 주체의식(主體意識)

도의 정신, 평화정신, 창조정신이 하나로 응결되면 주

체의식이 형성된다. 주체의식은 “내가 주인이다"하는 

“주인”의 의식이다. 따라서 주체의식은 대상을 주관

하는 주관(지배)의 의식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인은 주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외

침 가운데에서도 의연히 민족의 전통을 지켜올 수 있

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또 앞으로 경천·홍익의 광명세계를 이룸에 있어 전 

세계인을 지도해야할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체의식 없이는 그러한 일은 어려울 

것이 아니겠는가. 

② 저항의식(抵抗意識)

주체의식이 강하다는 말은 곧 저항의식이 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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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된다. 주체성이 침범 당할 때 결코 용서치 않으

며 강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이다. 

경천·홍익·광명 사상으로 도의의 세계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의 꿈이었으나 이러한 정신이 

침범 당할 때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강렬하게 저

항했다. 

원나라가 40여년간 이 나라를 침범했지만 강력한 저

항의식을 가지고 견디어 내었고 일본이 이 나라를 40

년 동안 짓밟고 우리의 말·글·것·짓·멋을 모조리 

말살하려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서 우리의 전

통문화를 지켜왔다. 이는 주체성과 함께 우리의 정신

이 침범당할 때 그 침략자에 절대로 굴하지 않으려는 

강렬한 저항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③ 대상의식(對象意識)

우리 민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주체의식만이 

강했던 것이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대상의식도 강

했다. 

대상의식이란 주체(주인)를 따르고 섬기려는 의식을 

말한다. 그 대상의식은 불의한 주체(주인)에 대한 대

상의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대상의식이다. 

도의의 광명 세계를 꿈꾸며 역사를 꾸미다 보니 도

의보다는 물질을 숭상하는 외부 세력에 의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계의 그 

어느 민족보다 하늘에 대한 대상의식이 강렬했던 것

이다. 

대상의식이 일종으로 우리 민족은 대망의식을 갖고 

있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늘을 향하고 누군가의 구

원의 손길이 하늘에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 주기를 

고대하는 대망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수천년간 온갖 고통 속에서도 

의식적이 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미래에 올 좋은 세

계를 의심하지 않고 기 다려 온 것이다.

3. 민족의 저력

1) 한반도 예찬 (韓半島 禮讚) 

한민족의 역사는 세계 어느 민족의 역사보다 가장 

처절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수난을 많이 당한 민족

을 일반적으로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게

르만 민족의 수난은 한민족 수난의 반절밖에 되지 

않는다. 

한민족의 수난사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국가도 추종

을 불허하는 단연 수난의 침피언 국가인 것이다. 만약 

한반도가 시베리아의 툰트라지대나 풀 한포기 자랄 

수 없는 사막 벌판 같은 쓸모없는 땅이라 한다면 이와 

같은 수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족의 수난사를 중심해서 볼 때 가장 많은 수난을 당

해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이 지구

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요충지의 땅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2) 민족의 순결(民族의 純源性)

이웃 민족의 침략을 받을 때 먼저 출전한 남자가 희생

을 당하지만 그 다음은 여성의 수난이 따른다. 6.25

전쟁 직후 수많은 가정의 파탄이 있었던 것은 이를 입

증해 주고 있다. 

한민족의 순결을 한국의 여성들이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여성상은 침략군이 정조를 유

린하는 현장에서 가슴에 품었던 은장도를 꺼내 자살

하던지 혀를 깨물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정절

을 생명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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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

아볼 수 없는 것이다.

3) 총화단결(總和團結)

한민족은 평화와 선을 사랑하기에 전쟁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웃 민족의 침략 앞에 시련을 겪어 왔

다. 그러나 침략을 당하면 온 국민이 강인한 동족의식

으로 똘똘 뭉쳐 이 땅에서 침략군을 물리쳐 왔다. 

민족사는 특정한 어떤 왕조의 생활이나 영웅호걸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었다 함이 아니고 국민전체가 어

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온 국민이 결속하여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한족을 물리쳤고 조선시대가 3분 5열 되어 힘

이 없었던 것 같지만 신무기 조총을 개발하여 침략해 

들어온 왜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행주산성의 명장 권율장군이나 한산도 대첩

의 충무공 이순신 등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통쾌한 승

리를 거두었던 임진왜란 등은 한민족의 의지력과 총

화단결을 실증시켜 주고 있다.

임진왜란 중 왕의 피난길에서 개성을 통과하던 중 마

상곤장은 무능한 위정자에 대한 책임추궁이며 성을 

사수하라는 백성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병장 곽재우, 고경명, 김면, 조헌, 서산대사, 금산 

700의병 등은 모두 재야 인사였던 것이다.

4) 강인한 국민성(强忍한 國民性) 

한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내려 오면서 시련을 

겪으며 살아왔다. 이웃 민족의 침략 앞에 시달려야 했

으며 헐벗고 굶주리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않고 시련 속에

서 강인한 국민성을 길러왔던 것이다. 온상에서 자란 

나무는 연약하기 짝이 없으나 고산에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자란 나무는 비록 살아남기 위해서 땅을 기

지 않으면 안되지만 강인하기 이를데없다.

한민족은 어느 민족이 따를 수 없는 가장 많은 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여 가장 강인한 국민성을 길러왔던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을 일반적으로 유대민족

이나 독일민족으로 꼽았지만 이미 그들보다 한민족의 

강인성이 인정되고 있는 바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미국의 경제권을 휘어잡고 있다. 

그들은 국가를 잃어버리고 짚시의 민족으로 방랑하다가 

미국 땅에 정착하여 맨 밑창에서부터 돈 벌기를 시작

해서 경제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대

인은 한국인을 겁낸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국인

들이 미국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제기

반을 닦아 가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3년 만에 닦

은 기반을 한국인들은 1년 만에 그 기반을 닦는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틀림없이 한국인들이 미국의 경제계나 

세계의 경제계를 뒤흔들 날이 분명이 온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 이민을 가도 그곳에

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것도 반만년의 시련 가운데

서 강인한 국민성을 키워 온 때문이다.

5) 소망(所望) 

한민족은 반만년의 시련 속에서 소망을 키워 왔으며 

그 소망이 있기에 온갖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한

민족의 소망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반만년

의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쌓으면서 가진 것이

기에 어느 민족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것이며 어떤 

시련과 풍파도 이 소망을 꺾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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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큰 한국 사람은 어지간한 것을 얻어도 간에 기별

이 안가며, 아프리카 한쪽 모퉁이를 떼어줘도 만족할 

사람이 없다. 아무리 큰 번영을 누리는 민족이 있어도 

소망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요, 시련 속에 있어도 

소망을 가진 민족은 산 민족이다. 한민족은 반만년 슬

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한국이 가지는 영광 은 

더욱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다.

6) 심정(心情)

한민족이 겪어온 반만년의 시련 속에서 얻은 귀한 것

이 있다면 심정이다. 

마음을 영어로 표기하면 하트(Heart)로 간단히 되지

만 심정을 세계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해도 한국 사람이 

말하는 심정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없다. 심정이란 그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심정은 고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체휼할 수 

없는 것이다. 한민족은 비록 개인적으로 고생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심정의 소유자다. 우리의 가슴 속에 흐

르고 있는 피 속에는 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이웃으로

부터 시달리며 헐벗고 굶주리며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정신, 인격, 사상, 심정 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슬픔을 좋아한 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

온 슬픈 역사를 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정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부모의 심정이다. 아

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살난 자식한테 

완전 졸병이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이 부모의 심

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한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이 가질 수 없는 심정을 소유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 갈 지도자의 자질

을 가진 민족이라 할 수 있다.

7) 지공무사(至公無私) 

한민족은 사사로운 일에 치우쳐서 공적인 일을 그르

치지 않는 민족이다. 

양만춘은 조정의 절대권을 쥐고 있었던 연개소문에 의

해 안시성 성주로 좌천당하여 두 사람의 사적인 감정

은 대단했지만 그들은 안시성 싸움 때 힘을 합하여 큰 

공적을 세움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구했으며 3국 통일

의 성업에 완수했던 문무왕은 용이 되어 왜적을 지키

겠다고 유언하여 유해를 화장하여 그 재를 동해에 뿌

리고 유골을 동해 어귀의 대왕암에 장사지내게 하였으

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고대 이집트왕의 영화를 상징하는 피라미드 하고는 완

전히 다른 것이다. 

민족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인 기미 3·1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은 한결 같이 종교지도자 (기독교 대

표 16명, 천주교 대표 15명, 불교 대표 2명)였다. 그

러나 그들은 자기의 교파를 초월해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 똘똘 뭉쳐 분연히 일어섰던 것

이다.

8) 선민사상(選民思想) 

우리 조상들은 선민사상을 가졌었다. 신라가 삼국통

일의 위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문무왕과 김

유신장군의 경륜과 지도력, 화랑제도, 화백제도, 국

민의 단결, 종교 등 여러 가지를 드는데 그 중 무엇보

다도 가장 큰 원동력은 종교라고 본다. 

신라 사람들은 「신라는 곧 불국토」라는 사상을 가졌

다. 그러기에 신라는 옥토로 가꾸어야 되며 오랑캐로

부터 짓밟혀서는 안되며 국토를 넓혀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신라 사람들의 불국토사상은 곧 선

민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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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사상하면 이스라엘을 빼 놓을 수 없다. 그들은 선

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수십년 

동안 사막 벌판을 헤매면서 가나안 복지로 향할 수 있

었고, 막상 가나안 복지에 도착하여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은 온데간데없고 풀 한포기 자랄 수 

없는 사막 벌판인데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개척하여 이룩한 것이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빛나는 전통문화의 유산을 물려

받았으면서도 한국인의 긍지를 잃기 쉽다. 자랑스러

운 한국인의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오늘의 난관을 극

복해 나가야겠다.

9) 우수한 머리와 높은 교육열(敎育熱)

한민족은 우수한 머리의 소유자다. 이미 유대인이나 

독일인보다도 우수한 머리를 가졌다는 정평이 높다. 

우리 조상들은 사흘을 굶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쓰

러지면서도 갓을 붙들고 쓰러졌다는 말이 있다. 그 만

큼 정신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다. 

반만년의 시련 가운데서도 정신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

이다. 반만년의 시련 가운데서도 정신을 귀하게 여겨 오

다보니 아이큐 (I.Q)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년전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미국 하버

드 대학교에서 아이큐(I.Q) 검사 결과 1등에서 4등까

지를 한국 학생들이 모조리 차지했다는 것이다. 

한국인 머리는 세계인의 머리와 손재주를 다루는 세

계기능올림픽대회에서 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므로서 

증명이 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은 우수한 머리를 가

졌다고 해서 태만하지를 않으며, 이 근면정신은 높은 

교육열을 낳게 된 것이다. 

나의 고학시절을 회상해 본다. 그때 당시 취업률이 너

무 낮아서 대학교를 졸업해도 운이 있어야 겨우 행정

직이나 경찰직의 5급 공무원에 합격할 정도인데도 자

식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학부모는 전답을 팔고 

채소장사와 연탄수레를 끌었고, 행상으로 고학을 하던 

학생이 수없이 많았었다. 

이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초만원 사례의 대학교 입학

생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부흥은 독일 국민의 근

면성과 높은 교육열에서 연유됐다고 한다. 한국인의 

근면성과 교육열은 독일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을 

생각할 때 한국의 장래는 밝은것 이다.

  

10) 정신문화 (精神文化)

일찍이 한민족은 훌륭한 정신문화의 꽃을 피웠다. 중

국에서 시작된 유교문화의 꽃을 피웠고 인도에서 시

작된 불교문화의 꽃을 피웠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라든지 제사지내는 풍습 등 이

미 유교와 불교는 한국의 사회 환경이 되었다. 이스라

엘에서 시작되어 서구사회를 거쳐 늦게 들어온 기독교

도 이제는 세계에서 믿음이 가장 성한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각 종교의 진리의 우수성도 있겠지만 받아들

이는 종교적인 바탕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이다. 

길을 가다가 성황당에 돌맹이를 던지는 믿음, 객지에 

나가 있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장독대에 냉수를 떠

놓고 축수하는 모습이라든지 초사흘에 떡시루 앞에서 

싹싹 비는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그것이 비록 샤머니

즘적인 테두리를 벗지 못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종

교심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봉천제라는 예식이 있었다. 

한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하늘을 최초로 모신 민족인 

것이다. 또한 한민족은 충·효·예를 근본으로 삼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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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충·효·예를 새롭게 정립하거나 다시 가

르칠 필요 없이 우리 조상들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

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오늘날 서양의 

물질문명이 썩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양의 정신문

화가 그것을 되살려야 된다고 말했다. 

물질문명의 대표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영국의 구

교도 압박에 몰려 대서양을 횡단하여 아메리카 대륙

에 정착한 퓨리탄들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을 시작한 그들의 정신은 대단

했다. 식량이 없어 죽어가면서도 이듬해 뿌릴 씨앗을 

남겼으며, 개척에 성공하자 처음으로 이룬 사업은 교

회를 짓는 것이었고 다음엔 학교 그 다음에 비로소 살 

집을 지었던 것이다. 

미국의 건국이념은 기독교 정신이다. 기독교 정신이

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신이다. 후진국가를 

돌봐주고 공산주의 위협 아래 신음하는 약소민족국가

를 지켜주라는 소명인 것이다. 정신을 앞세운 미국은 

흥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썩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토인비 박사가 지적한 썩어가고 있는 서구사회의 물

질문명을 살려야 될 동양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것

은 바로 한국의 문화인 것이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빛나는 정신문화의 유산을 물

려받은 훌륭한 문화민족이다. 이제 한국의 정신문화

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를 살려야 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4. 결언

한민족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이어 내려오는 가운

데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오면서도 결코 넘어

지지 않았으며 국난 속에서도 민족적 자력을 키워 나

왔다. 

처절한 패전의 역사와 시련을 딛고 분연히 일어선 덴

마크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었듯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국난을 극복해 왔던 민족정신과 한민족의 

우수성을 되살릴 때 오늘의 어떠한 국난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우리의 부존자원이 다소 부족하고 국가 환경이 불리

한 입장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 부정적인 요인들을 긍

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으므로 우리는 능

히 극복하고도 남을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을 향해 돌

진하는 한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강대국들의 갖가지 

요인들이 압박해 들어오고 있으나 여기에 우리는 굴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1세기 환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힘을 길러야

겠다. 반만년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 시달리면서도 새 

역사 창조의 굳은 의지를 갖고 살아온 우리 겨레의 앞

날은 우리의 강인한 역사창조의 의지와 신념, 노력에 

의해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 자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내일

의 번영 된 조국 앞에 이바지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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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정리하면서 기록되지 않는 비화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1981년4월 설용수 중앙연수원 교수가 서울대학 민방위 강의차 방문하고 교수 

500여명에게 강의를 했는데 CCTV로 권이혁 서울대 총장이 듣고 설용수 교수에게 

부탁하기를 서울대 재학 문제아(운동권) 200여명을 장호원 연수원에 입교해서 건전한 

국가안보관을 정립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문선명 총재님에게 보고를 드렸드니 반드시 

실시하여 중요한 섭리의 방향을 설정하라고 하시었다.

1981년4월20일부터 1박 2일 버스에 동승한 대학생 160여명이 입소하였다. 

토요일, 일요일 1박2일 교육인데 설용수 원장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비교 강의를 

마치고 저녁 강의에 임도순 국장의 유물사관 비판 강의가 있었는데 강의 도중 문총재님 

자랑을 하고 통일에 대한 안보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했더니 통일교회 강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 중심의 학생들이 일요일 예배 참석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퇴교하겠다고 하여 그대로 만류해도 듣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결국 교육은 예상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퇴교하고 말았다.

후에 문총재님은 중요한 섭리적 조건을 지나쳤으니 지혜롭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마련한 교육인데 경솔하다고 나무람을 들었지만 실은 기독교 학생들 극단적 

운동권들이 정직한 안보 통일교육을 받을리 없는데 총장의 권유와 지도교사등이 강력

하게 추천하여 이루어진 교육인데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말았다.

나는 연수 교육에 일생의 집념과 결단적 노력으로 대 성공적 교육을 하면서 나왔

는데 그때의 섭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흘러가게 된 점을 깊히 새기고 싶어 이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 믿어져서 이글을 쓰고 하늘의 능력을 펼쳐 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회고하지 않을수 없다.

서울대 박사 500명 앞에 교육할 때의 심정과 충남 계룡대 육군사령부 대강당에 

별을 단 장성들 400여명을 놓고 교육할 때의 하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글이 과연 수고해 주신 하늘의 동료들과 선후배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있다면 

이해와 용서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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