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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중고 '한국전쟁 교재' 첫 발간…일선교사 1만5천명에 배포
기사입력 2019/06/25 06:00 송고

231쪽 교사용 교육자료집 '한국전쟁과 그 유산'…참전용사 증언도
1950년 전쟁 발발부터 지난해 '북미 정상외교'까지 집대성

美 초중고교 한국전쟁 교육자료집 첫 발간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내 비영리 재단인 '한국전쟁 유업재단'은 미국 초·중·고교의 한국전쟁 관련 수업을 위한 자료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왼쪽은 자료집 표지, 오른쪽은 11번째 챕터. 2019.6.25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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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의 초·중·고교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중점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료집이 처음으로 출간됐다.
미국 내 비영리 재단인 '한국전쟁 유업재단'(이사장 한종우)은 24일(현지시간) 미 사회·역사교사 연합체인 '미국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NCSS)'와
공동으로 일선 교사용 한국전쟁 교육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보훈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제목은 '한국전쟁과 그 유산'(The Korean War and Its Legacy)으로, 총 231쪽 분량이다.
앞서 한국사 전반을 다루는 교육자료집이 출간되기는 했지만 한국전쟁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수업교재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일선 교사들에게 정확한 수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한국전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NCSS 소속 일선 교사 1만5천 명에 먼저 배포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시작되는 2019~2020년도 학기부터 초·중·고교 사회역사 수업에 활용될 것으
로 보인다.
자료집은 초·중·고교별로 각각 5개 챕터로 구성됐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한반도·동북아시아·세계 지도 등을 통해 한국전쟁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한국전쟁을 주제로 전쟁을 예방하는 외교적 노력,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 등을 다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7년 거센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전쟁 위기로 치달았다가, 지난해 초 대화 모드로 돌아서면서 '6·12 싱가포르 정상회
담'으로 이어진 과정도 반영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인식된 미국의 정치·사회적 배경, 한미동맹의 의미, 미국의 대북외교 필요성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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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중고교 한국전쟁 교육자료집 첫 발간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내 비영리 재단인 '한국전쟁 유업재단'은 미 초·중·고교의 한국전쟁 관련 수업을 위한 자료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
혔다. 사진은 8번째 챕터 본문의 참전용사 증언. 2019.6.25 jun@yna.co.kr

챕터별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비중 있게 반영했다. 한국전쟁 유업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한국전쟁 참전 13개국의 참전용사
1천300명을 인터뷰했다.
한종우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전쟁을 주제로 방대하고도 독립적인 교육자료집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6·25전쟁 제69주년
에 즈음해 이미 고령에 접어든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한국전쟁 교육자료집을 조만간 캐나다 교사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대한 총서를 발간할 계
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업재단은 오는 8월 초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참전국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럽지역 역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관련 콘퍼런
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는 15개국 출신의 역사교사 70여명이 참석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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