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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1)

평화번 정책과 등학교 통일교육에 한 연구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근 모색-

이  창  화

제주 학교 교육 학원 국민윤리교육 공

지도교수 고 성 

최근 미국의 9․11 테러, 이라크-미국간 쟁 등은 평화에 한 심을 부활시켰다. 북한의 

핵문제에서 보듯, 우리의 통일문제 한 평화가 제되지 않고서는 화해와 력을 거쳐 통일

로 가는 도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등장한 참여정부

의 북정책은 통일보다는 평화에 더 강조 을 두는 평화번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평화의 요성에 공감하면서, 평화와 번 의 시 에 걸맞는 학교 통일교

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평화와 번 의 시 에 걸맞는 통일교육은 평화

교육  근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하여 이 논문에서

는 평화번 정책의 실천과제를 짚어보고, 행 7차 교육과정 등학교 통일교육의 

황을 반성 으로 돌아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 인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근 방안을 모색

하 다. 국내외에서 실시되어온 평화교육의 사례를 모아 분석 으로 검토해 보면서, 

등학교의 교육과정  발달수 을 고려하여 보다 실제 인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

다. 그것은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기본방향(교육 목표와 내용), 평화교육의 교

수학습 방법 등이다. 

등학교 평화교육의 기본방향은 평화에 한 인지  근뿐만 아니라 평화사랑의 

마음과 실천의지를 키워주는 정의  근이 강조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은 교과를 통한 근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재량활동, 실천  체험활동 등 다양

한 방법으로 통합 인 근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등학교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보다 역동 인 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근이 시도될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교육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 학교 교육 학원 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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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지난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 남북한의 만남은 그 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

도로 활발해졌다.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게 계를 

유지해 왔던 남북이 서로 교류하며 력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남북의 평화문제와 통일문제가 보다 실 으로 다가오고 있다. 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이질 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북

한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 한 것은 새로운 상황과 경험에 한 비이다.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을 그려갈 사회구성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비  있게 다

주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

반도의 비평화  요소인 분단의 극복은 장기간에 걸쳐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라나는 세 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때에는 반드시 실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일시 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통일 지향  가치 과 삶의 양식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의 필

요성이 더욱 실해진 시 이라고 하겠다.

분단 50년 동안 각각 많은 변화를 겪은 남한과 북한은 상극하는 이념체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경제․정치체제 속에서 각각 재의 국가를 심으로 하는 공동체

운명인식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문화에 한 재해석이 독자 으로 끊임

없이 진행되어 오면서 남북한주민들은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

해 이미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이방인’으로 느끼는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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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일어나고 있다.1)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남북 간의 화해 , 평화번 의 시 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통일교육은 아직도 시 변화에 못 따라가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  동아시

아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격히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체제비교, 이론주입교육에 머물러 있다.2) 이런 실을 개선하

여 이제 남북의 화해․평화 통일에 도움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한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 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도 지구상 마지막 냉

지역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타고 있고, 분단과 의 시 가 화해

와 력, 번 의 시 로 바 었다. 따라서 화해와 이해, 통일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학생들과 더불어 냉 체제 속에서 굳어진 학문  언어 사용을 지양하고 새로운 통

일의 공간을 열어 가는 인식론과 언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3) 그리하여 학생들

에게 의식을 키워주는 교육 신 화해와 공존, 그리고 평화에 한 가르침을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서로가 상 방의 존재를 있는 그 로 인정하고 받

아들이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들어 개되는 미문의 ‘테러’와 ‘ 쟁’의 험을 통해서 압도

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앞에서 확인하 다. 이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해서는 군사력과 안보에 의한 소

극  평화보다는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 과 의식 속에 있는 의식과 경쟁의식, 

우월 의식을 제거하는 극  평화의 노력이 실하다는 간 인 교훈을 얻게 되

었다.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 갈등을 평화 으로 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해결능력

을 극 으로 배워나가지 않으면 평화를 결코 릴 수 없다는 평화교육의 요성

을 새삼 확인  되었다. 

새롭게 제기된 인류의 평화문제를 약자 심의 평화논리로 바라보면, 지  제기

되어지는 평화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한 필수 인 교육과정이라고 하겠다. 

1) 이상우(1999), “21세기의 한국의 통일정책 과제”,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Ⅰ｣, 오름. p.25.

2) 한만길(2000),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교육마당 21｣, 교육부, p.40.

3) 조한혜정 외(2000), ｢탈분단시 를 열며｣, 삼인,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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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한반도를 심으로 주로 남과 북의 계 속에서만 한정되었던 통일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나아가  지구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평화능력의 향상과 평화문화의 증진을 꾀하는 평화교육  통일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선 ‘ 쟁과 평화’에 한 의미를 제 로 가르치고 이해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쟁을 직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쟁을 추상화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높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 쟁의 경우도 외는 아니다. 쟁

의 폐해와 참화를 자신의 삶과 연 지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만큼 평화의 

소 함과 요성을 제 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의 평화문

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기 해서는 ‘ 쟁과 평화’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차원의 노력이 으로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평화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보다는 평화를 더 강조하고 통일교육도 평화교육 으로 근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평화번 정책의 내용과 실천과제를 살

펴보고 통일교육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의 평화교육  근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

다고 생각한다.

평화사랑의 마음과 사고를 함양하는 것은 민족에 한 사랑과 이해를 담보하고 

평화  통일을 모색하는 기 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특히 평화정신의 함양은 어린 

시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 이라고 생각한다. 즉 형제  가족 

간, 친구  학교의 학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 으로 해결하려는 마음

과 사고의 습 이 길들여질 때 평화정신은 인격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 화의 재개와 남북 계의 진 에 따라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평화교육  근과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

리의 특수한 실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모형이 확립되지는 못하고 있다. 

분단 지역의 실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모형에 한 연구와 미국을 심으

로 개되는 서구사회의 갈등해결 로그램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학교 밖의 평화교

육의 실천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기 , 시민운동단체, 학교교육 장이 연결되

어지는 평화교육의 실천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등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이 남북한 통일문제의 해결의 차원에까지 연결되



- 4 -

도록 하는 근이 매우 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인 평화번 정

책의 배경과 실천과제를 조사하고, 행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을 검토해 으로

써 평화정책에 걸 맞는 통일교육방안을 모색해 보며,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의 장 과 단

을 찾아, 그 문제 을 보완하여 등학교 평화교육에 극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냉 논리의 틀 속에서 지속되어온 학교 통일교육의 실과 문

제 을 진단해 보고 화해 력과 평화번 의 시 라는 환기를 맞아 학교 통일교

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 을 두고자 한다. 특히 최근 

북핵 문제, 미․이 쟁은 평화에 한 내외  심을 고조시키고 있고 제주도  

차원에서의 4․3문제의 해결도 평화에 한 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  상황과 련한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제주도에 근무하

는 장교사로서 제주도 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으로 평화교육을 통하여 통

일을 향한 평화사랑의 마음과 사고를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평화번 정책의 내용과 실천과제를 살펴보고 행 등학

교 통일교육의 한계를 찾아내어, 통일교육의 보완 방안으로서의 통일교육에의 평화

교육  근을 모색하는 데 목 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이 연구는 사례연구  문헌 연구를 기본

으로 한다. 참여정부의 평화번 정책과 등학교 통일교육 황과 문제 을 집  

분석한 기존 연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구자의 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와 보

완책으로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근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근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해 연

구자의 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존 국내외에서 실시되어온 평화교육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한다. 다음으로, 사례연구의 결과와 평화교육에 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등학생 상의 평화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교실 장에서 용 가능할 법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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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친다. 이러한 에서, 실제 학교 수업에 용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다시 피

드백한 산출로서의 교육 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에서 논문의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내용  논리 개를 간략히 시해 두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즉 평화번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평화번

정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 평화번 정책의 실천 과제를 다루게 된다. 여기

에서 특히 실천과제의 하나로 통일교육의 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평화번 정책과 등학교 통일교육에 해 살펴본다. 통일교육의 변

천과정을 되돌아보고, 행 7차 교육과정과 등학교 통일교육에 하여 검토해 보

며, 평화번 정책에 걸 맞는 통일교육으로 평화교육  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통일교육에의 평화교육  근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즉, 통일교육

으로서의 평화교육의 기본 방향과 내용 선정 그리고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 교

수․학습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남겨진 과제와 제

언을 덧붙여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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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번 정책

변화된 통일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실해진 요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은 장기간에 걸쳐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지  한반도는 남

북간의 화해  평화번 의 시 를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의 통일교육은 시 변화에 

못 따라가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남북의 화해․평화 통일에 도움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한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화해 

력과 평화번 의 시 라는 환기를 맞아 학교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

향을 모색하려 한다. 먼  평화번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2 에서는 

평화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3 에서는 평화번 정책의 실천 과제를 하나하나 짚

어가며 등학교에서의 새로운 통일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1. 평화번 정책의 배경

 1) 평화번 정책 이 까지의 통일정책

  (1) 분단 이후 1970년 까지의 통일정책

분단 이후 1970년  반까지는 국제냉 질서의 확산과 함께 남과 북이 서로 상

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가운데 치열한 결로 일 했던 기간이었다.

1948년 8월 15일 한민국 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통령 정부는 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

여 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선언하 다. 이는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  우월성

에 기 하여 북한당국을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방법론 으로는 한반

도문제의 국제화를 시하여, UN 감시 하에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요

한 수단으로 보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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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19 명으로 출범한 장면 총리 정부는 ‘무력북진통일’ 주장을 폐기하

으나, ꡐ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ꡑ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함으로써 기본

으로 이승만 정부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 다. 

이어 1961년 5․16으로 사실상 시작된 박정희 통령 정부는 기ꡐ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와 ‘통일을 한 실력배양’에 주력한다는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을 

정립하 다.5)

1970년  반 동․서 간의 냉 이 조정기에 어들면서 남북 계도 새로운 변화

를 맞게 되었다. 1969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 에 들어 미․ , 일․

의 과 미․소․일․  4국간에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국

제 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 기가 조성되었다. 한 내 으로는 1960년

 우리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남북 간 역학 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게 됨에 따

라 통일정책도 보다 극성을 띠게 되었다.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당국자간의 비공개 과 상호방문을 통해 분단 이후 

최 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 화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7․4 남북공동성

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 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

른바 화 환경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 등을 요구하며 남한도 기존의 북 

결자세를 변화시키지 않음에 따라 남북 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남북 계

도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1973년 6월 23일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을 천명하 다. 이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평

화  통일을 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제 아래, 남북 간의 내정 불간섭과 불침

략, 남북 화의 지속,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찬성,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찬성, 모든 

국가에의 문호개방, 평화선린에 기 한 외정책 추진 등 7개항을 담았다.6)

이어서 1974년 1월 18일 정부는 ｢남북 상호 불가침 정｣체결 제의, 같은 해 8월 

4)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 정책」, pp.2-3.

5) 통일부(2003),「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p.84.

6) 상게서,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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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평화통일 3  기본원칙」천명, 1979년 1월 19일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 

화｣제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남북 계의 정상화를 향한 정

책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 시키고자 노력하 다. 특히 ｢평화통일 3  기본원칙｣

에서는 ① 남북 상호 불가침 정의 체결 ② 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 회복을 한 

남북 화․교류 력 증진 ③ 이러한 바탕 에서 공정한 선거 리․감시 하에 남

북한 자유총선거 실시를 제시하 다.

  (2) 1980년 의 통일정책

1981년 3월 출범한 두환 통령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82년 2월 1일 이의 후속 실천조치로서 20

개항에 걸친 구체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극

인 북정책을 개하 다. 특히 1984년 9월 8일 북한의 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

를 우리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

게 되었다.7) 

1984년 11월 15일 개최된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

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술 공연

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후에도 남북 간 화는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스피

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세우며 화를 회피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 을 이루지는 못했다.

1980년 는 국제냉 이 조정국면에 들어섬과 함께 남북 계도 새로운 계 설정

을 모색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기본 으로 체제경쟁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화를 모색하 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때로는 화를 통한 화해분

기가, 때로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이른바 ‘ 결과 화가 교차되

는 계’가 1980년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  후반에는 국제냉 이 해체국면에 어들면서 남북 계는 요한 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소련의 개 ․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 과 

개방이 속히 진 되는 등 세계 으로 화해․ 력의 분 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7) 통일부, 상게서,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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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속에서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통령 정부는 국제냉 의 해체에 부응하는 

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먼  1988년 ｢7․7 특별선언｣을 발표하 는데, 이는 북한을 결의 상 가 아니

라 ꡐ선의의 동반자ꡑ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 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

인 계로 발 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한 그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 력을 뒷받침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노태우 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연설을 통해 ｢한민

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 다. 

1989년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개 ․개방의 흐름 속에서 남북고 회담이 

1990년 9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

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분과 원회 구성․운 에 

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한 제7차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 원회 구성․운

에 한 합의서｣, ｢남북교류․ 력 공동 원회 구성․운 에 한 합의서｣, ｢남북연

락사무소 설치․운 에 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 원회 구성․운 에 한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러나 1992년 말 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증

폭되고, 북한이 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1993년 1월 29일 모든 남북당국간 화

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 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

다. 

  (3) 1990년  이후의 통일정책

한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측면에서 보면, 1990년 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따른 변화와 충격의 시 이다.8)

1993년 2월 출범한 김 삼 통령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극 인 북정책을 모색하 다. 이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보완하여, 1994

년 8월 15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한 3단계 통일방안)을 

8) 윤황(2003), “평화번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 방안”, 「21세기 정치

학 회보」, 21세기정치학회,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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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 다. 하지만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

여 국제 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 에서 개최된 ‘남북특사교환을 한 실무

표 ’에서 북측은 ‘서울 불바다’, ‘ 쟁불사’ 등 인 발언으로 응함으로써 

남북 계는 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미․북한 간에 고 회담이 개최

되고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1994년 6월 지미 카터  미국 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정상회

담 개최에 호응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김 삼 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 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한 부총리  비 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

둔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하 다. 이후 김 삼 통령은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 기가 발생함에 따라 1995

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15만 톤을 직  지원하는 등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한 노력을 개하고 북 경수로지원사업도 꾸 히 추진하 으나, 북한

이 회피 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남북 계는 경색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 다. 김  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

계는 화해와 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 를 두고 발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정책의 기본 개념으로서  단계

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  결구도를 화해 력의 구

도로 환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이다. 한 한반도 주변정

세의 흐름과 북한  남북 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화해 력정책이 한반도에

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 계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실 인 안이라는 

단에 기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이 등장한  참여정부는‘평화번 정책’(Policy of 

Peace & Prosperity)을 제시하 다.9)

9) 통일부(2001), ｢2002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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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여정부의 등장과 평화번 정책 제기

  (1) 햇볕정책의 문제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력의 극 추

진이라는 북정책의 3  기조 아래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  결을 지양하고 북

한이 개 과 개발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극 노력하 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한간의 소모 인 립 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

서 교류와 력을 통해 공동번 을 이루어 나가기 한 가장 실 인 북정책이

라 하겠다. 이러한 ‘햇볕정책’의 주요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당면목표가 ‘통일’이 아닌 ‘남북 계 개선’이라는 이다. 김 정부

가 내세운 북정책의 목표를 보면, 정부는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보다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실 하는 것이 시 하다는 인

식 하에 ‘당장 실 이 어려운 통일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달성’하겠다는 입장인 것

이다.

둘째, 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진  변화를 유도한다는 이다.10) 김

정부는 북한체제 붕괴론(붕괴 희망론)에 근거한 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을 포용

하여 외부세계로 이끌어 내어, 북한의 진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에게 변화를 강

요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 보다 많은 화, 그리

고 보다 많은 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극

으로 조성하는 정책을 취하 다.

셋째, 정경분리를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도모한다는 이다. 김 정부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이 가능하기 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는 경제  탄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와는 달리 ‘남북 간 경제교류 력을 정치  상황에 연계

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 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웠다.11) 민간경제분야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북한과 상호 이익이 되고 

이해 계가 일치되는 사안을 심으로 경제 력을 추진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다. 

10) 양 식 외(2000),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한매일신보사, p.138.

11) 통일부 통일교육원(1998), “정경분리 원칙 상호주의 원칙”, ｢통일속보｣ 제98-3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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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해 기업인 방북확 , 투자규모 

상향 조정, 경 차 간소화 등 남북경  활성화를 한 제반 조치를 취하 다.

넷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이다. 김

정부는 기본 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남과 북이 주도 으로 결정하고 해결하되,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조가 필

요하다는 태도를 취하 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남북 계 내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자간 국제 력이라는 궤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남북 간

의 직 화와 직 상이라는 궤도를 공식 으로 회복하여 북 ‘양궤도 정책’ 

(dual track policy)을 쓰겠다는 것이다.12)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휴 선에서의 남 비난방송이 

단되었고, 남북국방장 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은 각 부문에서 함께 력하는 가

운데 평화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밖에도 연평 해 시의 강산 선 정

상 운항과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 , 남북국방장 회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군

사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계가 진 되었다. 한 미국의 테러사건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평화 ․안정 으로 리하여,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하는 등 경제회복  국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 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방으로 인도하여 체주의 정권을 변화시키고 인권상황을 

개선13)하며 시장경제에 목시키려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부

합되며, 남북 간의 결을 방지하고 민족화해를 실 하여 궁극 으로는 민족통합을 

이룩한다는 국가목표의 명분과 원칙에도 부합된다. 한 햇볕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하는 북한과 평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민족의 공동번 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

가 햇볕정책은 북한을 끌어안는 평화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탈냉 의 국제정세에

도 부합되며, 특히 포용정책을 추구해온 미국 등 우방과 정책  조화를 이루는 정

책이었다. 

1972년 서독이 동방정책으로 해마다 300만 명의 동서독 국민의 왕래와 교류가 추

12) 백학순 (1997), “김  통령 당선자의 북 ‘양궤도 정책’ 선언”,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p.19.

13) 통일부 통일교육원(1999),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 방향｣,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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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됨으로써 독일 통일의 석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로

운 분 기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할 때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의 기

가 마련되고, 북한이 폐쇄체제에서 벗어나 개방과 시장경제로 나아가기를 기 했

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오히려 국민 안보의식의 해이를 래한다는 비 을 받았는

데, 이는 햇볕정책을 화해․ 력만을 강조하는 단순한 유화정책으로 잘못 이해한데

서 비롯된 것이다.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주의는 남북한이 신뢰구축  안정  상호 계를 

달성하려는 목 아래서 불필요한 명분의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효

율 인 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14) 그러나 햇볕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기 해

서는 튼튼한 안보태세  능력, 국민의 신뢰와 지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

조, 인 북 우  확보  강력한 통치력 등의 제반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데, 한국의 북 햇볕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

첫째는 그것이 연계정책이 아니라는 이다. 이 정책은 연계정책이 아니기 때문

에 북한은 남한의 호의에 해 호의로 답할 아무런 제약도 느끼지 않는다. 

둘째는 이 정책에 한 체계 인 검토 메커니즘이 한국의 정치체계에는 없거나 

아주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는 오늘날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이 실주의 시각으로 볼 때 

김  정부의 북 햇볕정책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북한의 지속 인 경제 기는 북 햇볕정책의 성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러․북

계의 개선, 빈번한 미․북 직 , 북한과 한국의 민간부문간의 활발한 교류, 

군 심의 김정일 체제, 핵무기 개발 포기로부터 오는 북한의 불안감 등의 상황  

조건들이 북 햇볕 정책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는 김  정부의 햇볕정책은 통일의  단계로서 북한의 연착륙에 그 목표

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북한의 남 능력의 제고에 

공헌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는 햇볕정책은 김정일 체제의 북한주민들에 한 경제 ․강제 ․사상  

통제를 약화시키자는 데 그 목표가 있었으나,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 주는 역효과를 

14) 통일부 통일정책실(1998),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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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일련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 게 되기까지는 남북 계에 있어서 심각한 기를 래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 기  상황이 개될 때마다 남한에서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햇볕정책

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1998년 6월 ‘북한 잠수정사건’, 1999년 6

월 ‘ 강산 객 민 미씨 억류사건’ 과 ‘서해교 ’을 심으로 북정책에 한 

비 의 소리가 높았다.

김  정부의 햇볕정책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래도 일 된 정책수행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일 것이다. 정상회담 발표를 기 으로 통일에 한 기존의 소

모  논쟁에서 발  정책논쟁이 더욱 가열되었고, 햇볕정책이 비교  성공 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그 지만 김 정부 이후 국내외 으로 환경이 끊임없이 변

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계는 냉  이후 최 의 환기를 맞고 있다. 

  (2) 평화번 정책의 제기 

김  정권에서 추진된 북 정책(햇볕정책)이 일방 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개되고, 안보 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비  속에서, 노무  정부는 북 포용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채, ‘상호성, 투명성, 원칙에 입각한 화, 신뢰의 정립’ 이라

는 원칙 속에서 새로운 북 정책으로 이른바 ‘평화번 정책’을 제시하 다.

평화번 정책이란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 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심 국가로의 발  토 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  통

령의 략  구상이다.15) 즉, 통일․외교․안보정책 반을 포 하는 기본구상(한반

도 평화발  구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변국가와 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

제를 평화 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 로 남북의 실질 력 증진과 군사  신뢰구축

을 실 하여 북미․북일 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

이다. 나아가 남북 공동번 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

아 경제 심 국가 건설의 토 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15)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 정책｣,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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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갈등과 분쟁으로 철된 한반도를 평화와 번 의 지

역으로 거듭나게 하기 한 보다 구체 인 략  구상이 필요하여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평화번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핵․미사일 문제, 경제 기 문제 등에서 

보는 것처럼 재의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한국만의 심 사항을 넘어서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실에서 우리의 북정책도 남북 계 수 을 넘어서서 동북아 지역

반의 평화와 공동번 을 추구하는, 즉 ‘동북아 속의 한반도’라는 차원에서 운용해

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기존의 북화해 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을 내용 으

로나 형식면에서 보완․발 시킨 안, 즉 평화번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우방인 미국의 북 압박 정책은 노무  정부의 북 정책 추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함에 이어서 

한반도 안정과 화해결 원칙에 주안 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 해 핵포기 의사를 

지속 으로 종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북포용정책을 ‘평화와 번 정책’으로 승계하

여 추진하고 있다. 이 게 21세기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통일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실히 요구되어지는 시기에 나온 것이 

바로 평화번 정책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미․  양국은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춰 정치․군사․경제 등 반

에 걸쳐 상호 교류와 신뢰를 증 시키기 한 양자  다자  노력을 꾸 히 개

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라는 시 한 안을 목 에 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한 국의 건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으로 하여  극 인 외

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미․ 의 한반도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정과 화 해결 원칙에 주

안 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 해 핵 포기 의사를 지속 으로 종용하는 가운데 기

존의 북 포용 정책을 ‘평화와 번  정책’으로 승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민정부의 북정책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1단계(화해 교류 력단계)에 집

으로 포커스를 맞춘 정책16)이라 한다면,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은 『평화번 정책』이다. 이는 김  정부의 화해 력을 계승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 후의 미래상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이원섭(1997), “문민정부의 북정책,” ｢새로운 모색｣, 한겨 신문사,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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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계가 질  변화를 이루고, 각자가 평화공존의 틀 속에서 공존과 공 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노무  정부는 이  정권의 북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향에서 ‘평화번 정책’의 정착을 해 노력하고 있다. 

2. 평화번 정책의 주요내용

평화번 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 번 을 추구함으로써 평

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시아의 공존․공 의 토 를 마련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지만, 북 정책은 북핵 문제와 맞물리면서 아직까지는 큰 진 을 보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노무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정과 화 해결 원칙에 주안 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 

해 핵 포기 의사를 지속 으로 종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북 포용 정책을 ‘평화

와 번  정책’으로 승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재 한국의 북 정책은 튼튼한 안보

를 바탕으로 화와 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와 공존․공 의 터 을 마련하자는 것에 목 이 있다.

 1) 평화번 정책의 목표  추진 계획

평화번 정책은 주변 국가와 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 으로 해결하

고 이를 토 로 남북의 실질 력 증진과 군사  신뢰구축을 실 하고 북미․북일 

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 공동번 을 추

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  기반을 주성하고 동북아 경제 심 국가 건설의 토 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 ,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

과 평화를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국민  합의에 입각하여 화를 통해 평화

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노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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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가 담겨 있다. 노무 정부의 평화번 정책이 갖는 의의는17),

첫째, 정 체제 종식  평화체제 구축에 한 방향을 제시하 다는 

둘째,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 남북 력사업의 구체  

결실을 도모하고 북한 에 지․인 라 개선사업, 경제특구사업 등 남북경 의 심

화․확 를 통한 공동번 을 추구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비 을 

제시했다는 

셋째, 평화와 번 의 동북아시 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넷째, 기존의 북 화해 력정책을 보완 으로 발 시키겠다고 천명한  등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 남북 력사업의 

구체 인 결실을 도모하고 북한에 지․인 라 개선사업, 경제특구사업 등 남북경

의 심화 확 를 통한 공동번 을 추구하며 궁극 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이

루어 나갈 것임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 고 여기에는 수 백년 간 동북아지역의 주

요 장 혹은 갈등의 장이었던 한반도를 지역 평화의 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

지가 표명되어 있고,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한 노력

을 토 로 동북아 평화와 번 의 도상에서 심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천명한 것

이기도 하다.

특히 평화번 정책은 그동안 화해 력을 통해 남북 계 개선과 냉 구조 해체의 

토 를 마련한 북화해 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을 보완․발 시켜 나간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겠다. 즉, 북화해 력정책 추진 기조를 계승하

되 평화 증진에 주력하고 더욱 범 한 국민  합의를 얻는 등 추진방식과 차상

의 문제 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남북 계의 진 ｣과 ｢북한의 변화｣는 햇볕

정책을 계승․발 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비 을 토 로 한 평화번 정책의 

목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평화증진은 당면과제인 북한 핵 문제를 평화

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 로 남북의 실질 력을 증진하며 군사  신뢰구축을 실 함

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

동번 이 가능하게 되고, 동북아 경제 심국가의 토 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17)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 정책｣,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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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동번 은 한반도의 지정학  특성에 비추어 남북한 경제통합이 실 되

면 한반도가 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연결시키면서 결속시켜 나갈 수 있는 추국가

(Hub State)로서 도약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동북아 공동번 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평화번 정책의 체계는 <표-1>과 같다.

<표-1> 평화번 정책의 체계18)

평

화

번

정

책

개념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 을 추구함

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심국가

로의 발 토 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  통령의 

략  구상

추진원칙

․ 화를 통한 문제 해결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 한 국제 력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달성목표
․평화증진

․공동번

추진 략

․북한 핵문제 해결(단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

․동북아 경제 심국가 건설( 장기)

량 

살상무기 

해결

(WMD

정책)

정책

기조

․북한이 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 으로 해결할 시 해

결단계에 맞추어 규모 북경제 력 단행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  

반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도 고려하는 포 안보 지향

북한 

핵문제 

해결 원칙

․북한의 핵 불용

․ 화를 통한 평화  해결

․ 한민국의 극  역할

18) 상게서,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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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화번 정책의 추진 원칙

평화번 정책의 추진원칙은19)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즉 정부는 민족생존을 하는 어떠한 형태

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해서 모든 갈등과 안사항을 반드시 화를 통

해 평화 으로 해결한다는 을 원칙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한민족의 공멸을 

래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쟁도 반 하며, 무력사용은 최후방어수단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다. 이것은 남북한  미·일· ·러 

등의 상이한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토  에서 충분한 이해를 바

탕으로 상호신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력을 추진하며, 북한  

주변국가와의 계증진과 건 한 상호 력을 해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주의를 추

구하고 일방주의를 배제하며 동등한 력 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 한 국제 력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의

하여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 을 해 당사자 원칙을 기 로 국제 사회와 유기

으로 력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 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정부는 정책 추진의 

내외  투명성 제고를 해 평화번 정책에 한 국민  합의를 토 로 법과 제도

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결정  집행과정, 북 과정의 투명성

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에 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는 평화번 정책에 한 당

 력 추진을 의미하며, 당  합의 형성을 해서는 여·야당  국회와의 력

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  합의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 민간 문가  NGO의 참여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19) 상게서,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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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화번 정책의 추진 략과 방향

평화번 정책의 추진 략20)은 단기 으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 기 으로는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 장기 으로는 동북아 경제 심 국가 건설이라는 략으로 

추진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불안정한 정 상태를 

평화상태로 환시키고 주변국과의 외 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  발 을 의

미하며, 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 될 경우 남북의 공동번 이 가능하게 되고 나

아가 동북아 경제 심 국가의 토 가 마련될 것으로 망된다.

평화번 정책의 추진 방향은21)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첫째, 남북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력 확보

둘째, 남북간 포  력과 실용주의 외교 병행 추진

셋째, 북미. 북일 계 정상화 지원 등 새로운 국제환경 조성

넷째, 평화체제에 한 실질  보장과 제도  보장 병행

다섯째, 확고한 평화보장을 한 국방태세 확립

여섯째, 한미 계의 미래지향  발  추구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 심국가 건설은 21세기 핵심 국가발 략으로서 동북아의 지

정학  심인 한민국을 동북아의 물류, , 무역, 산업의 심  해양과 륙

을 잇는 경제의 문으로서 발 시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해결’이라는 당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에 따른 참여정부의 해결원칙은, 화를 통한 평화  해결과 북한의 핵 불용, 그리

고 한민국의 극 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북핵 문제의 화를 통

한 평화  해결 입장 기조는 평화번 정책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4) 평화번 정책의 특징

노무  정부의 평화번 정책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22)

20) 상게서, pp.8-10.

21) 상게서, p.11.

22) 김연철(2003), “2003년 남북 계와 핵문제 해법”, ｢민주평통｣ 제349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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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화를 통한 화해 력이라는 큰 틀에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를 ‘동북아 평화와 번 ’으로 확  발 시키자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즉,  포 안보를 지향함으로서 북한지역 안정화를 한 북지원의 명분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통일비용의 분담과 장기  투자의 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참여정부는 기본 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번 을 연계시키는 논리에 기

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이란 지난 50여 년 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 상태가 평화상태로 

환되고, 안보․남북 계․ 외 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  발 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함이며 이제는 불안정한 정 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 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심국가 토 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둘째, 평화번 정책은 통일․외교․국방정책 반을 포 하는 개념으로서 정책의 

궁극 인 목표는 평화와 번 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외교․국방 등 제반 정책의 유

기 인 조와 조화를 도모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통일․ 북정

책의 범 를 넘어, 보다 포 이고 구체 인 국가발 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보 측면(평화)과 경제 측면(번 )의 균형  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 까지 진

된 남북 간 경제 력을 바탕으로, 안보 측면에서의 진 까지 이루려는 략이다.

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 을 추구한다. 즉, 한반도에서 동북

아로 시야를 넓힘으로써 ‘동북아 속의 한반도’의 상과 발 가능성 한 명확한 인

식을 제고하고자 하 다. 따라서 남북 계 개선  한반도 평화의 당 성을 동북아

를 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 의 으로 확 하 다.

평화번 정책은 국민 참여와 합의 형성 등 내 인 기반 조성을 강조한다.23)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극 인 국민 참여와 토론을 통한 합의 

형성에 주력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나아가 북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당  

력을 통해 보다 범 한 국민  지지를 확보하는데 을 두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책이라 하겠다.

23) 이원섭(1997), 게서,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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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번 정책의 실천과제

 1) 제도  차원에서의 실천과제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  통령의 ‘참여정부’는 김  정부의 북포용정

책을 발 으로 계승하는 한편 이라크 쟁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한 

실주의 정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24) 이러한 참여정부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화번 정책으로 제시하 다. 즉 평화번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남북한의 

공동번 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화번 정책이 제도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남과 북의 분단과 냉 구조를 해체하고 장차 통일에 비하는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기본 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남북한의 공

동 번 은 분단 반세기 동안 단 된 토, 민족, 교류 력 계, 신뢰성, 경제  이

익, 공동체 가치, 정치체제, 최고지도자, 정부, 이념, 역사 등에 한 통합의 과정이 

우선 제되어야 구체화될 수 있다.25) 따라서 평화번 정책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요한 략  목표는 남과 북의 분단과 냉 구조를 해체하고 장차 통일에 비하

는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윤황은 보았다.

둘째, 통일정책이 최 효과를 거두기 해 북한의 통일정책 의도를 간과하지 않

는 범 에서 북한과의 다방면 인 ․교류․ 력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참

여정부가 남북 화의 장에서 가장 큰 딜 마로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김  정부

의 일 된 햇볕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북당국자간에 화․ 이 가시 인 

성과를 얻었지만 그 회담들에서 합의된 안 문제들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이

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남북 화 자세는 진짜 알맹이를 얻기 해 무 형식에 집

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 북 커넥션’에 따른 흥정의 근 방식을 조심해야 한

다.26) 그리고 참여정부는 남북 화가 곧 통일이라는 무분별한 통일 열기를 확산시

24) 김홍수(2003), “참여정부의 출범과 북한 핵 기”, ｢21세기 정치학회보｣, p.1.

25) 윤황(2003), “평화번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 방안”, ｢21세기 

정치학 회보｣, 21세기정치학회,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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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이 최 효과를 거두기 해 북한과의 다

방면 인 ․교류․ 력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다만 북한의 통일정책 의도

를 간과하지 않는 범 에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담은 다방면  교류․ 력의 증

를 모색해야 한다.

그 지만 평화번 정책은 다음 두 가지 에서 약 을 드러내고 있다.27)

첫째, 체 으로 평화번 정책이 포 이고 추상 이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을 들 수 있다. 평화번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증진과 공동번 추구로 설정

되어 있다. 통령 임기 5년이라는 시간 인 제약을 감안한다면 이건 지나치게 큰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남북한 계도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동북아 심국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미래의 과제만을 제기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실행 가능하고 유동 인 상황을 고려

한 구체 인 정책들이 추가 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번 정책의 네 가지 원칙들이 단지 원칙으로만 머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원칙 때문에 

향후 북정책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를 들어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에서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신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작 평화번 정책에서 가장 

요한 신뢰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신뢰이며 ‘북한의 남한 정부에 한 신뢰’와 ‘남한 

주민의 북한에 한 신뢰’ 가 매우 요하다는 것은 구나 다 아는 일이다. 만약 

남한 주민들이 북한에 신뢰를 갖지 않을 경우에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과의 모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북한에 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과의 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든 평화 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변 강 국에 우리의 통일문제를 미룰 것이 아니라 통일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문제를 능동 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한다는 이다. 나아가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 러시아에 한 주도 이며 능동 인 외교력을 

발휘하여 평화 재  조정 능력을 앞장서서 보여주어야 한다.

26) 상게서, p.9.

27) 김흥수(2003), 게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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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홍보 차원에서의 실천과제

참여정부는 통일에 한 국민  합의를 이루기 해 통일교육을 극 홍보할 필

요가 있다. 재 우리 민족의  과업은 통일이지만 일부 개인  차원에서는 

통일이 자신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다

양한 평화번 정책의 홍보활동을 통해 개개인에게 통일의 당 성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28)

평화번 정책이 교육․홍보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평화번 정책에 따른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할 때, 정부가 앞장서서 평화와 

통일에 한 사  감응화 작업을 해야 한다․홍보의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화 되어

있으면서도 효과 인 방법은 교육을 통한 방법이다. 따라서 교육기 과 방송매체를 

극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필요에 반하여 참여정부는 그러한 노력이 많

이 부족했다. 참여정부가 좀더 극 으로 우리 국민들을 북한과 교감을 나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한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체제 우월감은 벗어 던져 버리고 평화사랑의 마음과 자신

감을 가지고 먼  북한에게 악수를 청하는 평화번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김  정부의 햇볕정책까지는 통일교육이 잘 계

획되어 있는데  참여정부의 것은 안 되어있다. 따라서 평화번 정책에 따른 통일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 기를 6자 회담으로 이끌어 평화  해

결로 이끈 것처럼 이제까지의 소극 인 노력에서 벗어나 좀더 능동 이고 극 인 

평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즉 극 인 평화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시 , 민족  과제로서의 평화는 남과 북이 민족

화해와 력을 통하여 와 불신을 제거하고, 쟁의 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평화정착을 해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기 해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의 추구 그 자체가 남북 평화통일의 출발 이 

28) 윤황(2003), 게서,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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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고, 이러한 통일과정의 지향 은 남과 북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한반도

를 둘러싼 아시아의 평화를 항구 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요성과 남북통일의 소 함을 깨닫게 하는 제 로 된 평화교육

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 하므로 평화번 정책이 교육에 깊숙이 고들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극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의 부족한 을 

극 보완하여 8차 교육과정에는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 내용이 삽입되어 체계

으로 지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평화교육은 해외 평화교육의 경향과는 

달리 단순한 갈등해결 보다는 화해하며,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갈등의 변형’에 가까

운 평화능력을 요구한다. 여기서의 평화교육은 지식이나 정보 달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평화능력 향상에 주안 을 두어야 한다. 

평화정신의 함양은 어린 시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 이므로 교

육 차원에서 등학교에 극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공동체의 요성과 함께 사는 것의 소 함

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계의 정 인 

변화와는 달리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은 함께 사는 것과는  더 멀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어린이들에게서 탈북동포에 한 호감과 애정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북한에 한 편견과 이 인 가치 이 혼

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통일의 당 성에 한 설득력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본다. 

넷째, 개인  수 에서 뿐만이 아닌 지역 사회 , 국가 , 국제  수 에서 갈등

을 비폭력  방법으로 해결하기 한 다양한 평화교육 내용을 평화교육 사례 검토

를 통해 받아들이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에서 갈등해결 

는 갈등 리는 매우 요한 주제가 된다. 쟁은 국가 간 혹은 립  세력간의 

갈등을 비폭력 으로 해소하지 못한 가장 극한  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사 혼자서 모든 평화교육 역을 맡는 것은 무리이므로 교육, 홍보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각종 매체 활용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한다. 

한 교과서를 통해 지식 역의 평화를 가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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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화번 정책과 등학교 통일교육

평화번 정책은 민족생존과 번 을 해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민족공동체 건

설작업을 남북 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 을 추구하는, 즉 ‘동북아 속

의 한반도’라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 을 추구함으로

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심 국가로의 발 토 를 마련하고자 하

는 것이다. 평화번 정책에 걸 맞는 통일교육은 분단 상의 이해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극 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교육과 련된 등

학교 교육 활동의 제반 문제는 부분 교육과정에 기인하는데, 이는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실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학교의 

통일교육 활동 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을 해소하고 합리 이며 체계 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해서는 교육과정에 통일교육과 련된 내용을 반 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등학교 통일교육을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하여 통일교육의 변

천 과정과 행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등학교 통일교육을 검토하고, 7차 교육과

정과 등학교 통일교육의 한계  보완 을 찾아 평화번 정책에 걸 맞는 통일교

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1.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학교 통일교육은 국내외 통일 환경과 남북한 계, 국민들의 통일의식 등의 총체

인 변화 속에서 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정치 변동과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향을 받기도 하 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변화된 내용은 실제 각 교

과에 반 되어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과 학교통일교육 련 

내용에 따라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천하여 왔다.29)

29) 한만길 외(2000), ｢통일교육 실태 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도서출  백의,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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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일교육은 1988년 4차 교육과정까지는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반공교육이었으며, 5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으로 정식 명명30)되었다. 

  ① 반공교육 시기(1948년-1987년)

1980년  반까지의 반공교육은 상 방(북한  공산진 )의 이념과 체제의 한

계와 모순을 비 하면서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데 목 을 두고 우리(남한  자유진

)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에 한 신념을 내면화하려는 교육으로

서 북한과의 결에서 승리하기 하여 결의식과 감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

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 한 인 부정과 남한에 한 인 정이라는 비타

인 흑백논리에 기 하여 이루어졌고, 북한에 한 감이나 경계심을 고취시

키는 ‘부정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다.31) 

이러한 반공교육은 1948년 12월 문교부가 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학생 간부 2,400여명을 앙학도훈련소에 입소시키고, 고

학의 체육교사 380명을 육군사 학교에 입교시켜 육군소 로 임명, 각  학교 학

도호국단에 배치한 데서32) 시작되었는데, 이후 1951년  백낙  문교장 이 시 

교육 방침으로서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국(戰局)과 국제 집단 안  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여 미국의 소 진기지로서의 남한의 역할과 분단

을 당연시하는 냉  의식이 교육내용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 다.33)

이 게 시작된 반공교육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계승 강화되었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명공약 1조)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좌익계 인사 숙청, 반공법 제정 등의 

반공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 는데, 1961년 10월 ‘반공교

육 강화를 한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데 이어 1962년 등학교 도덕 

교과서 개편 반공 내용을 폭 보강하고, 1963년 각  학교 교유과정을 개편하면서 

반공·도덕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 다.34) 그리고 학교의 ｢승공통일의 길｣

30) 차우규(2002), “학교통일교육의 실천 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 ｢제4차 통일교육발 워크 ｣, p.4.

31) 한만길(1997),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1.

32) 김진경(1989), “분단이후 반공교육의 개과정”, ｢ 환기의 민족교육｣, 푸른나무, p.183.

33) 유진오(1956), ｢국제생활｣, 일조각, p.97. 김진경, 상게서에서 재인용.

34) 김진경(1989), 게서,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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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책을 국정 교과서로 개발 보 하고, 고등학교 사회과의 반공 도덕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반공교육이 교육과정의 한 역으로 공식화되었다.35)

이 게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은 반공교육은 1968년의 북한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

로 면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발 하게 된다. 1968년 5월 향토 비군 발족에 이

어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고, 1969년에는 고등학교와 학에 ‘교련’ 과목

이 설치되었으며, 1970년에는 여고생에게까지 교련 교육이 확 되어 반공교육은 군

사 교육화 되었다. 나아가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학교교육의 

모든 역에 거쳐 안보교육체제를 정비 강화한다는 교육방침을 확립하여 반공교육

을 국가안보교육 이데올로기화 하게 된다. 유신시  3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도덕과

(국민윤리과)를 사회과로부터 독립시켜 반공교육을 의식, 가치 , 태도로까지 내면

화시키는 ‘사상’ 교육화를 시도하게 되고, 환경정리․특별활동․학교행사 등 학교교

육 모든 역에 거쳐 반공교육을 면화하여 반공교육은 학교교육을 지배하는 강력

한 이데올로기로 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게 국가통치이데올로기로 면화된 반공교육은  5공화국 시 의 4차 교육과

정까지 그 로 계승되었다. 당시 반공 교육은, ‘자유민주주의는 선’이요, ‘공산주의는 

악’이며, ‘북한은 소련의 괴뢰’로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하는 ‘ ’으로서 경계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상으로 인식되었고, 북한의 공산집단과 싸워 이기기 해  

국민 인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② 통일, 안보교육시기(1988년-1992년)

이런 반공교육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약진과 1989년 소련의 변화 등 동서 냉

의 해체라는 국제 정세 변화에 조응하여, ‘5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그 명칭이 바 고36), 공산체제  실에 한 합리 인 비 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의 우월성, 민주시민정신 고취 등의 내용이 보강되었고, 북한을 우리를 하는 존

재인 동시에 북한은 언젠가는 합쳐서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이 성을 띤 상으

로 교육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공산당 = 뿔 달린 도깨비’ 식의 비합리  교육

내용들이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통일안보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35)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어제와 오늘”, ｢경남  사이버 통일교육｣, 경남 , 17강 자료 축약.

36) 한만길 외(2000), 게서,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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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북한 공산주의 집단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는 에서 반공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통일교육시기(1992년 이후)

김 삼 정부(6차 교육과정)에 들어서서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바 었다. 안보교육

이 통일교육의 하  개념화되고, 교과서에서 이념 비  부분의 내용이 축소되는 등 

1993년  이 보다 상당히 진보 인 ‘통일교육 지침’이 만들어져 학교로 배포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 비  부분의 축소를 체할 만한 통일교육 내용을 확보하

지 못함으로써 통일교육이 양 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고, 북한의 핵 기나 김

일성 사망 이후 조문 동 등으로 발된 남북 립 등의 사회  변화를 학교 반공

교육의 질 인 변화로 이끌지 못하 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통일교육은 1980년  반까지는 시  상황에 따라  강도

를 달리해 왔을 뿐 이데올로기 교육인 ‘반공교육’으로 일 했고 1987년 5차 교육과

정에서는 ‘통일안보 교육’, 그리고 1992년 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으로 명칭

을 달리하면서 도덕교육론   근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37)

1997년부터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어 2003년까지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졌다. 7차 

교육과정 개편 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통일교육에서 ‘화해와 평화통일’

의 요성을 시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지만 학교통일교육은 오히려 축소되지 않았을까 

우려하 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자주 인 사람’이라는 항목을 통해 평화 

통일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민주 시민 

의식을 기 로 공동체의 발 에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는 평화 통일에 한 직 인 언 이 없다. 다만 그 세부 인 

내용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지침’에서 범교과 교육의 하나로 통일교육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간 학교 통일교육을 담하다시피 해왔던 도덕(윤리)과의 수업 

시수와  교과서 분량이 축소되면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와 련하여 

교육인 자원부는 통일 련 ‘특별활동’과 7차 교육과정의 ‘학교 재량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37) 한만길 외(2000), 상게서,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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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변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동안 통일교육은 시 , 이념, 상황논리에 따라 

반공교육과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 비교육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게 바 면서 

사용되었다. 지 의 통일교육은 1980년  반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통일운동과 

결부되면서 반공 일변도의 통일교육에 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국제정세의 탈냉 인 경향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 에 어들어 통일환경은 격히 변화되어 이제까지의 소극 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극 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  동질성 

회복을 비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 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은 그 명칭이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38)

이러한 통일교육의 역사를 한 에 살펴볼 수 있게 개 하면 <표-2>와 같다

<표-2> 교육이념과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39)  

시기 교육과정 교육이념 통일교육 통일교육내용 통일 련교과

미군정기

(45～48)
민주시민양성 국가애, 민족애 ․도의교육 공민과

제1공화국

(48～60)

교수요목

 (49～54)

민족  민주주의 

교육

반공정신

함양

․승공, 반공,

․항일 교육
사회과

1차 교육과정

 (54～62)

민주주의교육 

도의교육

반공 

방일교육
도덕교과 설치

제3공화국

(61～72)

2차 교육과정

(63～73)

민족주체성

교육, 

국민교육헌장 

제정

반공교육

승공통일

․반공교육

․승공통일

․공산침략분쇄

․반공도덕생활 설치

․고교: 국민윤리

․ 학: 국민윤리(1970)

제4공화국

(72～79)

3차 교육과정

(73～81)

한국  

민주주의, 

유신교육이념

반공교육

멸공교육

․국민총화

․멸공교육

․인류공

․도덕과: 반공포함

․국립사  ․국민윤리과

  신설 (1981)

제5공화국

(80～87)

4차 교육과정

 (82～88)
국민정신교육 반공교육

․체제수호를 한 이념 무장

․민주주의 신념 배양

․도덕과

․국민윤리과

제6

공화국

(88～93)

5차 교육과정

(89～93)

국민정신교육

이데올로기 

비 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과 안보의

이 성

․공산주의 이념 비

․우리 체제의 우월성 인식

․북한은 ‘ 이며 동포’인 이 성

․ 학: 국민윤리 폐지

  (1988)

김 삼

정부

(93～99)

6차 교육과정  

(94～  )

민주주의교육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민족공

동체 지향

․민족공동체

․통일 비 교육

․북한, 통일 련 강좌 설치

․북한학과 설치

  (1994)

38) “ 립에서 화합으로”, ｢2001 통일교육 지도자료｣, 한국교육개발원, p.13.

39) 한만길 (1997), “개방  정치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과제”, ｢세계화와 민주화 시 의 정

치와 교육｣, 한국정치학회 학술 회자료,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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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7차 교육과정과 등학교 통일교육의 검토

 1) 7차 교육과정과 등학교 통일교육의 황

6․15 남북정상 회담은 남북한의 계를 계에서 평화공존과 화해 력의 

계로 환시켰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남북화해 력 분 기에서 학생들이 자

기 주도 으로 통일문제에 보다 극 이고 능동 으로 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을 두도록 하 다.40)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에서는 안보․화해․ 력․통일, 

근 방법에서는 사회․문화  상호 이해와 장․단  비교 근, 교육 주체에서는 정

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교육 내용에서는 생활․사회․문화  통합 그리고 교육 방

법에서는 참여․체험식, 학생 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학습 심으로 환하

다.

7차 교육과정의 총론이나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을 구체 으로 용할 수 있는 교

과 심으로 개하 다. 그 교과 내용은 도덕, 국어, 사회, 국사, 지리,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통일 교육의 통합  근을 통해 일정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기본공통 교과 10개 과

목을 심으로 교과활동과 재량활동 그리고 특별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의 학교통일 교육은 각 교과에서 객 이며 사실 인 입장에서 개된

다.41)

7차 교육과정은 수 별 교육과정이나 통합교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

의 실시나 재량시간의 확 로 상당한 의미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

에 따라 수 별 교육과정에 알맞은 통일교육 로그램이나 통합교과 통일교육의 교

과서 개발이 요하게 부각된다. 한 등학교 학년에서 범교과의 운 은 기

인 통일교육 로그램을 의미 있게  용할 수 있게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를 세계화․정보화․다양화 시 로 규정하고, 자기 

40) 부산 역시교육청(2001), ｢함께하는 통일교육｣, p.23.

41) 진병석(2000), “제 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2집,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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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42) 등학교 교

육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 이고 기본 인 교육’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

에 필요한 기  능력 배양  기본 생활 습  형성’에 을 두고 다음과 같은 목

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둘째,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 하는 경험을 가진다. 

셋째,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넷째, 우리의 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다섯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 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

음씨를 가진다는 것을 목표로 하 다.43)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건

한 안보 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공존을 실 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 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라고 규정하

고,44) 

첫째,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  정립

둘째,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한 객  이해  건 한 안보  확립 

셋째, 평화공존과 화해 력의 필요성 인식  통일 실  의지 함양을 교육 목표

로 하 다.45)

이 게 볼 때,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는 ‘통일시 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

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 사회에 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한 합리 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 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 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46)하는 것이며, 등학교 통일교육은 등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건 한 통일 과 안보 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

42) 교육부(1997), ｢ 등학교 교육과정｣, 한교과서주식회사, p.2.

43) 상게서, p.3.

44) 교육부(2000), “제 7차 교육과정에 반 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 ｢교육마당 21｣, p.17.

45)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 통일부 통일정책실, ｢2002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아이 랜, pp.4-7.

46) 부산 역시교육청(2002), ｢쉽게 하는 통일교육｣,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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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존을 실 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한국사회에서의 자주 인 삶을 

하는데 필요한 기 이고 기본 인 가치 과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각 목표 역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표-3> 제 7차 교육과정 역별 통일 교육 목표47)

목표 역 해당되는 표 인 통일 교육 목표

지  식

․국가의 요성과 국가 발 ․북한 실상에 한 정화한 인식

․우리 민족 문화, 역사, 습, 언어 등에 한 폭넓은 이해

․국가 안보의 의미와 요성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과제

․분단 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평화통일의 방법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국가와 민족의 발 과 자 심

기  능

․통일 문제에 한 단 능력 ․국가 발 에서 력

․합리 인 의사 결정 능력 ․집단 상호 작용  사회 참여

․올바른 국제 교류

가치

태도

․나라 사랑 ․국가 발 에의 력

․민족 동질성과 정체성 확립 ․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립

․민주주의 이념에 한 확신 ․통일 의지의 고취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한 비 ․해외 동포들에 한 이해와 사랑

다음으로 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6․15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

의 체제․이념, 정치․제도  통합 심에서 생활․사회․문화  통합을 한 내용

을 심으로 통일교육의 구성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평화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모

습, 북한의 변화 이해, 통일 환경의 변화, 한반도 냉 구조해체 노력, 북 화해 

력정책과 남북 계, 평화공존을 한 노력, 통일국가의 실 , 통일을 비하는 우

리의 자세 등 아홉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48)

47) 상게서,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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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심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

지 10년 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으로 <표-4>와 같이 교과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4>국민 공통 기본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 49)

학교

구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과 활동 생      략

선택과목
재량 활동

60

(2)

68

(2)

68

(2)

68

(2)

68

(2)

68

(2)

136

(4)

136

(4)

136

(4)

136

(4)

특별 활동
30

(1)

34

(1)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8단

연간수업시수

(주당 

수업시수)

830

(25)

850

(25)

986

(29)

986

(29)

1,088

(32)

1,088

(32)

1,156

(34)

1,156

(34)

1,156

(34)

1,224

(36)
144단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등학교 교육 활동의 건반에 걸쳐 통일교육을 실시하도

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 활동, 재량활동, 특별 활동 시간 등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 게 다양한 근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일 문제에 

해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에서 매우 효과 이다. 하지만 궁극 인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통합이라는 에서 볼 때, 보다 계획 이고 체계 인 방법

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 방법 에 ‘도덕’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내실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가 통일교육의 핵심 인 교과라고 규정만 해 놓고 

목표나 내용 등에 한 구체 인 언 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제 8차 교육

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등이 보다 구체 이고 체계 으로 ‘도덕’과 교육

48) 통일부 통일정책실(2002),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아이 랜, pp.111-112.

49) 교육부(2001), ｢ 등학교 교육 과정｣,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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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게 되어야만 등학교 통일교육이 다양성과 통

일성의 조화를 이루어 보다 효과 이고 체계 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도덕과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핵이 

되는 교과, 유덕한 인격의 기 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과, 통합  인격 교육 

내지 덕 교육의 에 입각하여 가르치는 교과, 1․2학년 바른생활과 교육과 등 

이상 7-10학년 도덕과 교육의 간에서 양자를 연계하면서 유덕한 인격의 토  구

축과 그 심화․발 을 도모하는 교과, 교과 통합  기능과 가치 통합  기능을 통

해 교과로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교과, 그리고 학교를 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

회와 연계된 지도를 필요로 하는 교과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바른생활․도덕과에서는 통일의 당 성, 북한의 실, 통일을 한 노력, 통

일사회의 망과 통일 후 사회 응태도 등을 포함해 통일교육 내용을 체계 으로 

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와 방법으로써 바람직한 통일  형성을 

해50) 필요한 내용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표-5 참조>

<표-5> 제 7차 바른생활과․교육과정에 반 된 통일교육 내용 분석표

구분 제 7차 교육과정에 반 된 통일교육 과정 강조사항

등학교

․국기․국가․국화 사랑하기

․분단 실과 통일의 당 성 인식

․민족문화 유산 애호  남북한 문화 교류

․국가안보를 한 바른 자세

․국가발 에의 력

․평화통일의 당 성과 방법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에 해 심 갖기

․북한동포 이해하기

․통일의지 고취

다음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등학교 도덕과  사회과에 공식 으로 제시

된 통일 련 제재  하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표-6> <표-7>에서와 같다.

50) 한국통일연구회(2000), ｢ 등학교 통일｣, 도서출  그린필드,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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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도덕과의 학년별 통일 련 제재  하  내용 요소51)

학년 제재명 하  내용 요소

3학년
․분단 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 남북 분단의 실과 그 원인

-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과 어려움

-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 민족 통일을 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4학년
․국가 안보를 한 

바른 자제

- 국가안보의 의미와 요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

라 노력해야 할 들

- 국가안보와 평화 통일, 국가 발 과의 계

- 일상생활에서 국가 안보를 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

5학년
․평화 통일의 당

성과 방법

- 평화통일의 의미와 평화 으로 통일을 이루어야하는 까닭

- 평화통일을 이룬 사례와 그 교훈

-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한 방법들

- 일상생활에서 평화 통일을 해 할 수 있는 일들과 이를 실

천하려는 다짐

6학년
․통일국가의 미래상

과 민족 통일의 의지

-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국의 미래 모습

-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 성과 합리성

- 통일에 비하여 국가 으로 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 평화통일을 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8학년
․남북통일과 통일 

실  의지

- 통일의 의미             - 통일의 당 성

- 다른 나라의 통일과정   - 통일을 비하는 마음가짐

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는 이 보다 더 통합 으로 운 된다. 실질 으로 사

회과는 등학교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인간과 공간(지리 심  이해), 인간과 시

간  인간과 사회로 구분된다. 사회과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요성과 미래 망을 객 으로 이해시키게 될 것이다. <표-7 참조>

51) 통일부(2002),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제4차 통일교육발 워크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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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7차 교육과정 사회과 내용 체계52)

학년 내용체계

3

인간과 공간 ․고장의 심지와 주민 생활 모습

인간과 공간 ․고장의 문화  통

인간과 사회 ․고장의 발 을 한 노력

4

인간과 공간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인간과 시간 ․옛 도읍지 문화재의 가치

인간과 사회 ․취미와 여가생활

5

인간과 공간 ․자연환경과 주민생활과의 계

인간과 시간 ․조상들의 공동체 의식

인간과 사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6

인간과 공간 ․우리나라와 계 깊은 나라들

인간과 시간 ․국가의 성립과 발

인간과 사회 ․민주시민의 권리와 법정신 평화통일과 민족의 미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도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다. 재량활동은 교육과정에 교과활동, 특별활동과 함께 하나의 역으로 편제

되어 있으며 원래 6차 교육과정 때 등학교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

서는 ․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습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한 

사회  욕구를 수용할 목 으로 면 확 되었다.<표-8 참조>

<표-8> 제 7차 교육과정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편제 시간 수53)

역 내 용 등학교 학교 고교 1학년

교과활동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 0～68시간 4～6단

․선택과목 학습 ․ 34～102시간 4～6단

창의  

재량활동

․범교과학습
68시간 34시간 이상

2단  이상(34시

간)․자기주도  학습

계 68시간 136시간 204시간(12단 )

52) 진병석(2000), “제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2집, 

p.99.

53) 상게서,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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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에서 알 수 있듯이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  재량활동’

으로 나뉜다. 

교과재량활동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을 한 학습과 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을 한 것이며 창의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을 한 것이다.

재량활동에서 통일교육은 창의  재량활동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 창의  재량

활동시간은 등학교에서는 매주 2시간까지이며 학교에서 각 학년별 1시간, 고등

학교는 1학년에 1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시간이다. 범교과 활동의 요소는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등 다

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자기 주도  학습은 제 7차 교육과정 반에 크게 강조된 역으로 주제탐구활

동, 소집단공동연구 등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기르기 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탐구활동이나 소집단 공동연구 활동에서도 통일 련 주제를 선정해 통일교육

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합해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문제와 련해 주

제를 선정한다든지 통일과 련된 주제로 학생들에게 심 있는 시사 인 주제를 

선정해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다.

재량활동은 창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교 장에서 통일교육과 련해 매

우 유용하고 체계 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범교과 학습 역

의 통일교육 지도는 다양한 주제와 로그램  학습 자료를 개발해 자기 주도 으

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통일교육은 각종 특별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활동시간

은 학교의 경 방침이나 교사의 의지에 따라 가장 범 하게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이기도 하다.54)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응활동, 

계발활동, 사활동, 행사활동으로 행사내용을 부각시켜 내용 심으로 역을 설정

했다. <표-9 참조>

54) 상게서,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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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제 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반 된 통일교육 내용 분석표

역 련활동내용

자치활동 ․ 의활동, 역할분담활동, 민주시민활동

응활동 ․기본생활습  형성 활동, 친교활동, 상담활동, 정체성 확립활동

계발활동
․학슬문  활동, 보건체육활동, 실습노작활동, 여가문화활동, 정보통신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사활동 ․일손 돕기, 문활동, 자선구호 활동, 환경․시설보  활동

행사활동
․의식행사활동, 학 행사 활동, 보건 체육행사 활동, 수련활동, 안 구호 활

동, 교류활동

<표-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치활동 안에는 ‘민주시민활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활동은 특별활동이므로 기본의 교과내용에 구애받

지 않고 통일에 한 비교  체계 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역할분

담 활동을 통해 신문의 북한 련 기사를 정리하고 스크랩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리 보도록 할 수 있고 재와 같이 강산 , 탈북 난민 발생 등 학생들이 심

이 있는 시사내용을 학 의의 의제로 정해 토론할 수도 있다. 

계발활동 역에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학 활동 에서 시사

연구반을 운 할 수 있고, 신문반․방송반․연극반 등에서도 심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다. 행사활동 역에서는 학교 는 학년별 계획에 따라 의식행사나 수련활동

을 개최할 때에 통일 련 로그램을 편성,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교통일교육은 과거 북한에 한  반공교육의 경

직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 통일, 그리고 북한에 한 합리  이해 등을 지향하

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은 지난 50년 간의 쟁의 아픔과 이

데올로기 립, 상호비방과 쟁의 이라는 남북한의 긴장 분 기를 극복하고 

궁극 으로 민족통합을 한 길로 나아가는데 뚜렷한 주안 을 지녀야 한다. 통일

교육의 에서 보면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내외 인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

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통일교육이 개되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다양

한 의견과 요구를 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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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7차 교육과정 등학교 통일교육의 보완  

사실 우리는 실로 오랜 기간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아직도 통일 문제에 하여 그 게 많은 심을 보이지 않고 있

거나, 막상 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민족동질성의 회복보다는 자신의 실리에 따라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통일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도 빈번

하다.55) 이는 학교통일교육의 문제 으로 지속 으로 지 되고 있다.

학교 교육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통일교육에 해 직 인 언 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6차 교육

과정보다도 그 내용을 축소하 다. 다만 학교 교육활동 반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

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등학교 통일교육은 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 이 나타나고 있다. 

① 통일교육 련 시간의 부족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그리고 특별활동 등 교육 

활동 반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교과활동을 제외하고 통일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재량활동 시간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 시간 

운 을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진시키

기 한 창의  재량활동에 을 둔다.’56)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량시간을 학

교 실정에 따라서 창의  활동이나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은 지속 으로 실시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물론 학교장이나 교사의 훈화 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 통일교육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한 무계획 이고, 일회 일 수밖에 없다. 다만 시범

학교의 경우 모든 활동을 련 주제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를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재 등학교 

통일 교육의 내실화를 해서 가장 시 히 요구되는 방안은 통일교육 시간의 확보

55) 최 표(2002), “학교통일교육의 평가와 발 과제”, ｢민주평통 청 워크샵자료｣, 통일교육학회, p.7.

56) 교육부(1997), ｢ 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정교과서주식회사,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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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② 학교교육과정상의  다른 요한 문제 으로 도덕과 심의 편제라는 이

다. 바른생활, 국어, 사회 등 일부 교과에도 통일 교육 련 내용이 있으나 교과의 

아주 부차 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이 게 통일교육 교과와 내용이 

한정됨으로써 학교통일교육의 교육시간이 으로 부족할뿐더러 교사, 학생 모

두에게 별로 요하지 않은 교육활동 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6차와 비

교하여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이 달라진 이 없다. 당면한 민족 최 의 과제

가 통일교육이라는 에서 매우 부족한 구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의 확 는 물론 국어, 사회,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심화, 보충이 가능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최 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③ 교수․학습 방법상의 문제 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통일교육은 인지 심의 

주입식 교육이었다는 이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한 의식과 신

념을 내면화하기 하여 일방 인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 인 토

론이나 개방 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통일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교

육 주체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교사의 능동 인 교육내용․교수․학습 방법 개

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강의 심의 주입식 수업을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학생들의 심과 흥미를 하시키고 통일교육의 교육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한 요인이 되었다. 최근 토론식 수업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이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교육방법의 개 을 근본 으로 규정하는 교육내용의 환과 자료

의 폭 인 공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57)

④ 타성화된 통일행사의 문제 을 들 수 있다.58) 학교통일교육은 형식화를 넘어 

57) 정선례(2001),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한 일 고찰”, 석사학 논문, 한신 학교 교육

학원, p.12.

58) 김병택(2002), 게서,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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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히 타성화 되어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에 반공교육의 수단으로 리 활

용되었던 반공웅변 회가 통일말하기 회로 이름만 바 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진

행되고 있는 형편이고 표어, 짓기, 포스터 그리기 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되풀

이되는 행사로 말미암아 지명된 두세 명 외에는 아무도 심을 갖지 않는 행사가 

되어 버렸다. 학생들의 의식변화와는 아무 련도 없는 이런 행사들이 ‘통일교육’이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실 으로 보고되고 있는 이런 상은 학교통일교육 행사의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연이나 탐방 역시 타성

화 되고 있다. 

⑤ 통일교육 련 교과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목표가 불명확한 이다. 교육은 

나름 로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체계 이고 유목 으로 행해진다. 교수․학습 활

동은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한 일련의 계획 인 과정을 거친다. 제 7차 교

육과정의 경우 통일교육 련 교육과정의 구성방침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우선 

평화능력의 함양에 한 방향 제시가 이 져야 할 것이다.59) 

남북한이 평화를 성취하기 한 기본 조건으로, 먼  우리 사회 안의 평화를 

시하여 평화의 요성을 인식하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요

구되므로 이런 에 유의하여 통일교육 련 교과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목표를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를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그 다면 통일교육과 련된 교과학습 목표가 보충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 그 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⑥ 통일교육 련 내용의 획일  구성이 문제가 된다. 등학교에서의 교수․학

습의 효과는 지속 이고 반복 으로 이루어짐과 함께 이들 활동이 통합 으로 이루

어질 때 극 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과 련해서는 제 7차 교육과정

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보기가 힘들다. 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이라는 문제를 

59) 이정화(2002), “평화 교육  근을 통한 등 도덕과 통일 교육의 개선 방안”, 석사학

논문, 서울교육 학교 교육 학원,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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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룸에 있어서 소극 인 평화 에 입각하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즉 분단이라는 

비평화  상에 한 정보를 제공, 쟁이라는 폭력  상황을 막는 소극  평화를 

지향하는 내용 구조를 가졌다. 따라서 통일을 해하는 근본 인 비평화의 원인을 

찾아 극 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평화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으로의 변화가 요

구된다. 즉 통일을 평화  과정을 통해 이루고,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스런 

상황을 평화  상황으로 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 련 내용의 획일  구성의 를 들면, 통일교육과 련된 핵심교과라

고 하는 ‘도덕’60)의 경우, 통일교육은 주로 ‘국가․민족 생활 역’ 련 제재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3․4 학년은 체 10제재 가운데 각각 2제재, 5․6 학년은 10

제재 가운데 3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략 이 가운데 1제재가 통일교육 련 제재

이다.

하지만 3․4학년의 경우 교과서가 분권되어 있어 통일 련 제재는 2학기 교과서

의 마지막 2제재, 통권으로 되어 있는 5․6학년 교과서에는 마지막 3제재가 구성되

어 있다. 이 듯 모든 학년에서 교과서의 뒷부분에 일률 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량 시간이나 특별활동을 활용한 6월「호국 보훈의 달」의 행사교육과 도덕

과의 국가․민족 생활 역이 통합 으로 이루어져 학습 효과를 증 시키기가 힘든 

게 실이다.

한편 교과간의 계에서 살펴보면, 6학년 2학기 통일 련 교과의 경우 사회과에

서는 마지막 단원인 ‘3.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의 두 번째 소단원 ‘통일과 

민족의 앞날’이 맨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다. 도덕과의 경우 ‘8. 평화 통일의 길’로 

뒷부분에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어과의 경우는 학기의 간 시기에 구성되어 있

다. 이로 인해 주로 흥미 주의 단편 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 통일교육과 련된 교사들의 심과 교육 내용의 재구성 등을 강조61)하고 있

으나, 이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각 학년별로 인지, 정의, 행동의 세 역으로 나 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60) 교육부(1997),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한교과서 주식회사, p.93.

61) 홍종생(2002), “ 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교

육 학원,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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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통일을 한 실천에 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각 역별, 역 간 내용이 

복되어 제시됨으로써 통일에 한 흥미를 떨어뜨리게 하여 교육  효과가 부족하다. 

⑦ 통일 교육내용이 남북 계에 한정되어 있어 국제  차원의 을 형성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된 남과 북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

북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한 것임은 말할 나 가 없다.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

도 남북 계 심에서 벗어나  지구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정으로서의 통일’ 혹은 ‘사실상의 통일’을 강조하는 행 통일교육62)은 장기간에 

걸친 평화정착 단계(한반도 평화과정)를 설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국제  정

세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한반도의 남과 북을 더욱 더 지구  차원의 삶에 가까이 

이 시킬 것이며, 여기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것이 다문화 이해, 국제정세의 인식, 

제3세계에 한 이해 등이다. 이에 따라 행 통일교육은 좀더 극  평화의 

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북한에 한 이해, 변화하는 남북

계 인식, 북 화해 력정책 등에 해 교육내용이 집 되어 있어 실에 한 이

해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남북 계의 미래

의 극  평화에 한 망을 담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3. 평화번 정책에 걸맞는 통일교육 : 평화교육으로의 지향

평화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도 불안이 계속되는 것은 근본 으로 한반

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정 50주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평

화체제로 이행하지 못한 형편이다. 여기서 남북 간 상호신뢰를 쌓으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통일교육이자 평화교육의 문제라고 본다. 북한과 남한 각자의 불안

감을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교육은 백년지 계

이므로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북 포용정책으로 얻은 제한 인 북한과의 

의사소통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회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커다

62) 상게서,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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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있어 분단은 평화를 실 하는데 가장 치명 으로 작용하는 장벽이다. 

분단의 구조 ․심리  장벽을 허무는 통일교육은 평화운동과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련 활동에서 통일 그 자체만을  가치로 제한하지 말고 통일의 

내용, 즉 과정과 결과에서 평화를 가치로 지향해야 한다. 평화교육의 핵심은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즉 조직  폭력, 무의식  폭력, 보이지 않는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화된 문화는 문제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앞세우고 있다. 소설, 화, 비디오게임 등 

문화상품들 부분이 폭력으로 사태를 종결짓는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은연 에 문

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 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몇몇 지

식인이나 지도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생활 속에서 자기 이해를 타인에게 강요

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평화교육의 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평화의 이해 문제가 평화교육을 

한 핵심임을 명심하고 평화의 개념과 원칙을 먼  명확히 밝 야 한다. 오늘날 평

화라는 주제는 폭력과 쟁을 반 하는 가장 극 인 항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평화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친숙한 주제로 자리잡았다. 평화

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조화(harmony)’로서의 평화를 말하고, 서구 

민주주의  에서는 ‘질서(order)’로서의 평화를 말하며 평화운동가 입장에서는 

‘정의(justice)’로서의 평화를 말한다.63)

평화에 해 갈퉁은 개인  폭력이나 쟁의 부재 같은 소극  차원의 평화가 아

니라 사회  갈등의 근원인 구조  폭력의 해소를 통한 정의의 실 이라는 극  

의미로 평화를 분류하 다가 1990년  이후에는 구조  폭력을 장기화시키는 더욱 

요한 문제로 ‘문화  폭력(cultural violence)’을 평화를 해하는  다른 요소로 

추가하고 있다.64)

평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쟁이나 직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드러나는 구조 65) 혹은 간  폭력의 극복을 의미한다. 즉 평화

63) 강순원(2003), “평화교육의 목표와 방법”, ｢세계화시 의 국제이해교육｣, 한울아카데미, p.119.

64) 상게서,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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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통합  개념이다.66) 그 하나는 쟁과 다양한 형태의 

물리  폭력의 부재로서의 ‘소극  평화’(negative peace)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의 

원인이 제거되는 등의 착취  계의 극복 혹은 정의와 안녕을 한 조건의 실 을 

의미하는 ‘ 극  평화’(positive peace) 등이 그것이다. 평화문화 운동은 의식  선

택과 지속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  환(social transformation) 과정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평화를 한 교육이다. 

다음으로 평화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평화교육은 평화를 실 하는 가장 요한 

수단이요 방법으로 평화를 창조․유지․방해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평화를 실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차원과 형태의 교육을 통틀어서 

말한다.67) 평화교육은 고 사회에서부터 실시되었는데 라톤의 이상국가, 모어의 

유토피아, 캄 넬라의 ‘태양의 나라’, 푸리에의 공동체 팔랑게 등에서 항상 어린이를 

공동으로 가르친다든지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이도록 교육하는 것과 같은 평화교

육이 강조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화란 인류가 희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평화교육이란 인류공동의 가치인 평화

를 지키고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증진시키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 라고 

볼 때 그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68) 평화교육은 평화를 평화 으

로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즉 평화  가치가 일상  삶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비  평화식자교육에 기 하여 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

화교육이다.69) 평화교육은 평화문화 증진을 해 평화교육  방법으로 평화  지식

을 가르치는 안  교육을 의미하기도 한다.

평화교육이란 ‘평화에 한 교육’이요, ‘평화를 한 교육’이요, ‘평화에로의 교육’

을 말한다. 즉 평화교육이란 첫째, 평화에 한 지식을 달하는 교육, 둘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교육, 셋째, 실제로 평화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 등의 3

 속성을 지닌다.70)

65) 구조  폭력(structural violence): 노르웨이의 평화연구가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개념.

66) 정 백 외(2001), 게서, p.2.

67) 정두용외(2000), ｢세계시민교육을 한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p.334.

68) 이정화(2002), 게서, p.20.

69) 강순원(2003), 게서,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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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평화의 개념에 한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존재한 이

래로 각 문화와 언어권마다 평화라는 개념에 한 고유의 의미를 간직하며, 인간의 

삶과 계의 이상 인 모습으로서 평화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 환경은 

변하고 있고 지 까지 요하게 여기던 생각과 가치 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

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2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이 그 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생각할 때, 남북의 결과 쟁 험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세지고 있는 세계화의 고에 려 생존의 을 받는 빈민계층과 소외계층

의 증 , 융 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량 실업과 정리 해고를 둘러싼 노사간 갈

등과 결, 지역 간 갈등과 립, 가정 폭력, 일탈 청소년의 범죄와 학원폭력  북

한 동포 기아와 궁핍 등, 해결하고 연구해야 할 평화의 과제들이 수없이 많다. 심지

어 학생들이 ‘왕따’와 ‘따돌림’을 받자 자살로 항거하는 실에서, 평화문제는 학교

와 가정 직장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은 우리 한반도는 남북 분단과 결을 화해와 공

존, 통일로 환하는 과제가 매우 요하며,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71) 한

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쟁 험이 높은 지 이다. 1994년 핵 기에 따른 쟁 

기 등 휴  이후 이미 405 차례의 쟁 기를 넘긴 바 있고, 지 도 평화 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한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

는 매년 군비로만 20조 이상의 불필요한 분단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만일 한반도에

서 다시 쟁이 발발한다면 우리 민족은 재생 불가능의 참담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쟁은 안 된다 하면서도 쟁을 방하기 해 군비 증강을 해야 하는 모

순을 지닌 채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형편이다. 즉, 한반도의 평화는 군비증강이 

보장해 다고 하는 비평화  제 에 있다. 이 듯 남북 간의 분단  모순은 평

화와 정의의 원칙 에서 순리 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지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시 , 민족  과제로서의 평화는 남과 북이 

민족화해와 력을 통하여 와 불신을 제거하고, 쟁의 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평화정착을 해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기 해 노력하

70) 오인탁(1988),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활천｣, 기독교 한성결교회 활천사, p.10.

71) 이삼열(1999), “한반도의 평화연구 과제”, ｢유네스코포럼｣8호, 유네스코한국 원회,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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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의 추구 그 자체가 남북 평화통일의 출발

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통일과정의 지향 은 남과 북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한반

도를 둘러싼 아시아의 평화를 항구 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은 처음부터 단지 민족의 통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의 문제이다. 한반도

의 분단 상태가 우리의 삶을 비평화 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사회구조  갈등과 폭력에 의한 모든 비평화  상들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하

게 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평화 인 통일을 한 어떠한 노력

과 극  시도 자체도 결국 우리 내부의 삶의 평화를 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극복하기 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나 상태로 보고, 통일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 이다.72) 통일에 

한 꾸 한 비와 그 속에서 요구되는 지난한 노력의 과정을 생략한다면 통일은 

단지 하나의 맹목 인 지향이고, 당 일 뿐이며, 그러한 통일 상황은 더욱 비평화

 상황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평화라는 것이 완결된 상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

라, 계속 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듯이, 통일 한 항상 ‘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우리 한반도 상황에 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쟁 험, 쟁이 일어났을 때의 망, 비평화 상태로 인한 우리 삶의 고통, 비평

화 상태 해소를 한 우리 자신의 결정권 부재 등에 한 자각이 평화의 소 함을 

일깨워주는 출발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교육은 직 , 구조 , 문화  폭력의 양

산체제인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통일교육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분단체제가 빚은 

갈등의 근원과 상에 한 비  분석을 시발로 해서 이의 극복을 한 교육  

노력이 평화교육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반면에 정보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공동체의 요성과 함께 사는 것의 소 함

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계의 정 인 변화

와는 달리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은 함께 사는 것과는  멀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동포에 한 호감과 애정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72) 이정화(2002), 게서,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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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한 편견과 이 인 가치 이 혼재하고 있다. 통일의 당 성에 한 설득

력도  같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 즉, 남북한의 

평화는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완성해 내야 한다. 한쪽이 이기는 통일이 아니

라 함께 사는 통일을 해서 이제부터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공동체의 요성

과 남북통일의 소 함을 깨닫게 하는 제 로 된 평화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화교육은 해외 평화교육의 경향과는 달리 단순한 갈등해결 보

다는 오히려 화해하며,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갈등의 변형’에 가까운 평화능력을 요

구한다. 여기서의 평화교육은 지식이나 정보 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평화능력 향상에 주안 을 둔다. 평화능력 향상은 어떠한 

가치를 기반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한 실질 인 태도, 기술, 자세

의 문제이다. 평화사랑의 마음과 사고를 함양하는 것은 민족에 한 사랑과 이해를 

담보하고 평화  통일을 모색하는 기 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평화정신의 함양은 

어린시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 이라고 생각한다. 즉 등학교 

때 형제  가족 간, 친구  학교의 학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 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과 사고의 습 을 길러 평화정신을 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교육의 시작 은 역지사지의 자세이다. 상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자기 입

장을 수정하며 편견을 제거해 나가는 자세가 남북 계에서도 필요하다. 이 듯 태

도를 바꾸는 것이 평화교육이다. 따라서 평화교육 내용을 등교육에서 이를 극 

수렴하고 실천하여 이제까지의 분단의 질곡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통

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 속의 평화교육이 남북이 하나 되어 함께 살 수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분단 상의 이해뿐만 아니라 해결방법까

지 극 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통일교육이 되려면 평화교육으로의 지향이 요구됨

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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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등학교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근 방안

1.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 검토

평화번 정책에 따른 통일정책은 분단 상의 이해뿐만 아니라 해결방법까지 극

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해 평화교육으로의 지향이 

요구된다. 등학교 통일교육이 평화교육 으로 근하려면 기존 평화교육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의 장 과 단 을 찾아, 그 문제

을 보완하여 등학교 평화교육에 극 도입해서 활용해 보고자 한다. 

평화의 개념을 쟁 부재의 평온한 상태라고 보면, 한국 사에서 요한 의미

를 갖는 제2차 세계 과 한국 쟁은 평화교육의 요한 내용으로 선정, 구성되어

져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내용이 철 하게 학생의 실제 생활과 하게 연 되도

록 구성․진행하여야 한다.73) 재의 통일교육 심의 학교평화교육은 이 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폐쇄 이고 경쟁 인 획일  제도화의 교육에 머물고 있다.74) 그

지만 여 히 한국의 평화교육의 핵심 주제는 남북한 통일교육에 한 것일 수밖

에 없다.

여기에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 검토를 통해 받아들

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수정하여야 한다. 재 시

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평화교육은 체계 인 교사 훈련을 거쳐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으로 세계에 한 이해에서부터 한반도에 한 사회과학  이해, 남

과 더불어 사는 삶, 특히 북한 주민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 이웃과 환경에 한 

자세를 고치는 것까지 비교  장기 으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하고 있

다.75) 이를 학교교육에 직․간 으로 받아들여 사회와 연 된 평화교육을 함으로

써 이 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폐쇄 이고 경쟁 인 획일  제도화의 교육에 머

73) 고병헌(2003), “ 용과 비폭력의 평화교육“, ｢세계화 시 의 국제이해교육｣, 한울아카데미, p.147.

74) 강순원(2003), 게서, p.133.

75) 상게서,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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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있는 통일교육 심의 학교평화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 부터 기존의 평

화교육의 사례를 통해 그 로그램이 가지는 장단 을 검토해 보겠다.

 1) 남북어깨동무 평화교육 로그램 1

이 로그램에서는 일상의 평화, 남북의 평화, 지구 의 평화, 생태의 평화 등 이

게 크게 4가지의 평화주제를 다루고 있다. <표-10 참조>

<표-10> 어깨동무 평화교육 로그램 

로그램 어린이 순회평화교육 자율학습 로그램 

교육목  

1단계

1. 세상에 다양한 삶과 생활방식, 가치 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부색이나 문

화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2. 나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해 필요한 태도를 배운다.

2단계 

1. 북한의 문화․사회모습을 살펴보면서 북한에 한 이해를 돕는다. 

2. 실습지를 통해 통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상해 보고, 처방안을 모색해 

본다. 

3. 북한의 언어를 이해하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 하는 북한의 노력을 알 수 있다.

교육내용

1단계 (3-4학년용)   

․활동 1: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모션으로 속담 알아 맞추기) 

․활동 2: 시원하게 변명해 요! (노래로 편지 쓰기, 우리 반 우리아이들) 

․활동 3: 우리 함께 살아요. 

1단계 (5-6학년용)   

․활동 1: 인종이 정말 다양하네요. (인종별 차이 과 공통 을 모둠별로 토의)

․활동 2: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 해요. 

         (살꽃 이야기와 검둥이 성 표를 모둠 별로 읽고, 그림으로 표 ) 

․활동 3: 활동들에 한 느낌 나 기, 노래발표 등.

2단계 

․활동 1: 북한 사회를 이해해요. 

․활동 2: 통일된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해 요. 

․활동 3: 북한의 언어를 배워요.

참조: 학교재량 로그램

1. 일상의 평화: 와나, 가족․학교, 이웃․사회․언론, 생명존

2. 남북의 평화: 쟁과 평화, 북한사회․문화 이해하기 1･2, 해외동포이야기

3. 지구 의 평화: 지구 은 하나, 지구 의 언어, 지구 의 종교, 나눔    

4. 생태의 평화: 우리는 함께 살아요, 생태계 이야기, 생태계는 왜 아 까요 

교육방법 집단 토의학습, 모둠 별 토의와 발표, 력학습, 퀴즈

기 효과 다양한 생각과 가치 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능력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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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 평화교육 로그램은 매우 체계 이며 단계별로 지도하게 되어 세세히 

계획되어 있다. 그 지만 등학교에서 이 게 체계 으로 지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학교 사정을 감안하여 평화교육 연구기 에서는 제작된 참고 지

도 자료를 등학교에 배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극 조해야 할 것이다.

 2) 남북어깨동무 평화교육 로그램 2

다음으로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깨동무평화교육’을 살펴보겠다. 이 로그

램은 등학생을 한 로그램으로서 ‘자율학습시간 활동 로그램’과 ‘학교재량시

간 활동 로그램’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자율학습시간 활동 로그램’이라고 

함은 어깨동무 평화교육 교사인 학생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순회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 로그램이다. 반면, ‘학교재량시간 활동 로그램’은 각 학교 

담임선생님이 자신의 반에서 실시할 수 있는 평화교육 로그램을 의미한다. 학교

재량 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육내용은 교재발간 배포를 통하여 학교에 제공된다. <

표-11 참조>

한 학교 내에서의 평화교육 활성화와 로그램 개발을 해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된 평화교육 교사연수도 실시되고 있다. ‘자율학습시간 활동 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과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익히는 과정인 1단계와 

다름의 상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사회․문화․제도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 시

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과정인 2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로그램은 크게 두 축으로 인권, 국제사회이해, 환경이라는 보편  평화와 분

단 상황을 고려한 특수한 평화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편  평화와 특수한 한

국의 상황을 담은 평화개념에는 다름과 차이,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을 

두고 있다. 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에게 주요하게 훈련되는 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인데 이 능력은 평화 형성 능력 기술 즉 평화의 기술

을 익히는 데 효과 이다. 하지만 이 로그램도 교사의 사  연수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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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한 을 갖고 있다.

<표-11>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의 ‘어깨동무 평화교육’ 로그램 개요

교육사업명 상 시작 년도
1회당  

강의 구성 수 

어깨동무평화교육

자율학습 

로그램 

․1단계 3-4학년용

 등학생

  1999년

  매주

  토요일

 한 학 당 

 2시간용 

 2번 실시 

 (1, 2단계)

․1단계 5-6학년용

․2단계

학교재량 로그램 (교재안 제공) 등학생

참조: 평화교육 교사연수 등학교 교사 1999 (4회) 10강좌 (6일)

 3) ․ ․고생을 한 청소년 평화교육

․ ․고생을 한 청소년 평화교육 로그램을 살펴보면 <표-12 참조>, 로

그램의 주제가 다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 비폭력, 화해, 통일, 타문화 이해, 상호문

화 존 , 용의 체험학습,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평화체험학습 등 아

주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내용이어서 등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으나 내용의 

양을 보면 등학교에서 곧바로 받아들이기엔 시간  제약이 따른다. 이 에 유의

하여 받아들일 만한 주제를 당히 골라  등학교 교육에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 한다.

<표-12> ․ ․고생 평화교육 로그램 개 76)

로그램 주제  로그램 이름 교육 상  단체명

․다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 ․어깨동무평화교육 등학생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비폭력, 화해, 통일 ․평화학교 고생 ․YMCA 청소년부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 , 용의 체험학습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

화교실
고생

․유네스코 한국 원회

․교육인 자원부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평화체험학습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

육과정안 
고등학생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

76) 정 백 외(2001), 게서,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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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겨 사랑, 평화사랑 청소년 민족화해캠

〈통일교사모임〉이나〈남북어린이 어깨동무〉는 평화교육  근방식의 교육

로그램 경향성을 표하는 단체이며, 이는 정규 학교의 반공안보교육에 해 비

 입장에서 화해, 평화 지향  통일교육을 제안하면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를 차별

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주체로서 서로를 존 하고 공존하는 문화  체험을 교육의 

과정으로의 도입을 시도하는 로그램이다.

여기서는 편견의 해소, 상호존 , 다름의 수용, 남북문화의 공존, 타 과 양보의 

수용 등의 평화  가치를 생활화, 내면화하는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근방식을 

시도한다.77) 즉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경제, 정치, 사회  특성에 한 

지식의 습득에 교육의 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가치 , 생활습 , 

태도 등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존 하는 훈련에 강조 을 둔다. 

문화이해지를 용한 북한이해 교육이 표 인 방법이다. 문화이해지는 남북한

의 서로 다른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존 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문화학습지 형태로 

출발하고 있다. 를 들어, 남한주민이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다른 인지와 해석, 언행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 상황은 왜 그

런가를 해석하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활양식과 가치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

련하는 것이다.78) 〈남북 나눔 운동〉,〈남북어린이 어깨동무〉는 학교방문교육을 

통하여, 〈통일교사모임〉은 학교 정규 교육이나 과외 통일교육에 이 훈련 로그램

을 결합시키고, 응용하면서 용하고 있다. <표-13>는 이러한 취지 아래〈통일교사

모임〉,〈민족화해 력범국민 의회〉,〈 교조〉가 공동 주 하여 실시한 ‘겨 사

랑 평화사랑 제3회 청소년 민족화해캠 ’의 주요 내용이다.

77) 이장원(2000), “한국의 통일, 평화교육의 황과 실례: 학교의 통일교육”, ｢21세기 한반도 

평화, 통일교육방법론과 로그램 개발을 한 국제심포지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pp.31-51. 

78) 이장원(1999),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과정”, ｢국제이해교육교원연수 자료집｣, 유네

스코 한국 원회,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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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통일교사모임〉등 3개 단체 공동주 의 ‘겨 사랑, 평화사랑 청소년 

민족화해캠 ’ 교육내용 

구   분 로그램 교 육 내 용 

북한 이해 활동
․북한 청소년과의 만남

․북한 사진, 상, 만화 보기

․북한에 한 막연한 이질감 해소

․함께 살수 있다는 자신감 확보

분단 실 

체험활동

․교실 설치(부스형)-탈분단 교육

활동

․VTR시청, 강연회 등

․분단이 우리 사회에 낳은 여러 잘못된 문

화, 고정 념, 실질  피해 등에 해 교육

평화, 화해

체험활동

․평화체험 놀이

․통일노래 부르기

․통일걸개 만들기

․상 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실천  체험활동

을 통해 남북화해시 의 진정한 의미를 교육

한다.

공동체 의식 함양 ․도미노게임▪물놀이( ) ․모둠 활동을 통한 타인 배려와 력 

민족의 평화와

화해, 통일의 기원

․통일기원 장승 만들기

․합토제, 동놀이 

․화해와 력의 문화  경험 

․평화와 통일의 기원

․개인과 민족공동체의 발

학생들의 주도

참여활동

․홈페이지 제작  운

․민족화해 청소년 명 사

․캠 조직과 진행, 평가활동의 학생참여

․민족화해의 큰 물결을 국의 학생들과 공

유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활용

이 로그램은 다양한 교육 내용을 갖고 있어서 아동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통일교사모임〉은 학교 정규 교육이나 과외 통일교육

에 이 훈련 로그램을 결합시키고, 응용하면서 용하고 있는 매우 유익한 로그

램이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어서 도시 등학

교나 규모가 큰 학교가 아니고서는 감히 실시할 엄두가 안 난다는 에서 문제가 

된다. 즉 소도시 소규모 학교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제약이 있다.

 5)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평화정신의 함양은 어린시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 이다. 즉 

형제  가족 간, 친구  학교의 학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 으로 해

결하려는 마음과 사고의 습 이 길들여질 때 평화정신은 비로소 인격화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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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으로서 평화교육을 통하여 통일을 향한 

평화사랑의 마음과 사고를 함양하는 방안으로서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로그램은 

도입할 가치가 있다.

학교의 갈등해결 로그램 정착에 커다랗게 기여한 바 있는 리엄 클라이들러의 

‘창의  갈등해결’에서는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peaceable classroom)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개하고 있다.79) 그에 의하면, 교실에서의 갈등의 주요 원인은 다음

과 같다.80)

① 경쟁  분 기: 교실의 분 기가 매우 경쟁 일 때 학생들은 서로에 해 나

쁘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갈등은 주로 

▴모두들 자신만 생각할 때, 

▴집단 으로 활동하는 기술이 부족할 때, 

▴학생들이 패배하면 자존심을 상실한다고 생각해서 상호 계에서 이겨야만 한다

고 느낄 때, 

▴선생님과 우들에 한 신뢰를 상실할 때, 

▴ 그리고 하지 못한 시기에 경쟁할 때 발생한다.

② 불 용  분 기: 불친 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 기로, 갈등은 주로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가시킬 때, 

▴외롭게 고립되어 가는 친구들을 돕는 정신이 부족할 때, 

▴다른 친구들의 성취와 소유, 능력에 해 시샘할 때 발생한다.

③ 미숙한 의사소통: 특별히 갈등을 많이 유발시킨다. 

갈등의 많은 부분이 주로 학  동료들의 의도, 느낌, 요구 는 행동을 잘못 이해

하거나 오해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한 갈등은,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나 바람을 효과 으로 표 하는 방법을 모를 때, 

▴감정, 요구사항을 드러낼 장을 갖지 못하거나 그 게 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다른 친구의 말을 듣지 못할 때, 

▴주의 깊게 찰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79) 캐롤 길리건(1997), 허란주 역(1997), ｢다른 목소리로｣, 동녘, pp.3-4.

80) 상게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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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정의 부 한 표 : 모든 갈등은 감정 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

을 어떻게 표 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어떻게 발 되는지에 요한 향을 미친다.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 

▴분노와 좌 을 비공격  방법으로 표 하는 방법을 모를 때, 

▴감정을 억 를 때, 

▴자기통제를 상실할 때 주로 발생한다.

⑤ 갈등해결 기술의 부재: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갈등에 해 창의 으로 응

할지 모를 때 갈등은 증폭한다. 

⑥ 교사들의 힘의 오용: 교사 자신이 그 힘을 오용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한 교사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는, 

▴학생들에게 비합리 이거나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기 를 부여할 때, 

▴유연성 없는 규율을 교실운 에 용할 때, 

▴계속해서 권 으로 힘에 의존하려 할 때, 

▴두려움과 불신의 분 기를 형성할 때 등이다.  

반면에 갈등으로 가득 찬 교실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교실의 소음 여부나 크기, 개방성 여부보다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 따뜻한 돌

이다.81)

① 동 :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자

신의 것을 나 는 것을 배운다.

② 의사소통 : 학생들은 주의 깊게 찰하며 정확하게 의사를 달하고, 민하게 

듣는다.

③ 용 :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존 하고 인정하며, 편견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가를 배운다.

④ 정 인 감정 표  : 학생들은 느낌, 특히 분노와 좌 을 공격 이거나 괴

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 하는 방법과 자기를 통제하는 기술을 배운다.

⑤ 갈등해결 : 학생들은 갈등에 해서 조 이고 돌보는 공동체  맥락에서 창

81) 캐롤 길리건(1997), 상게서,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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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 게 교사와 학생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이해하고 처해 나가는 능력

을 키우면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마음도 키워진

다. 하지만 이 로그램도 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 등학교 평화교

육 방법으로 도입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6) 래 재(Peer Mediation) 훈련과정

래 재 로그램은 학교평화교육의 일부로서 재 미국의 학교에서 학생들 사

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가장 먼  악하고 있는 우들( 래 재인, 

peer mediator)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에 조기에 개입해 서로에 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이다.

재 미국에서 래(학생) 재인들의 재 성공률은 86%(라스베가스 클락 카운

티 교육 원회 조사)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83년 SMART(School Mediators' 

Alternative Resolution Team)라는 학교갈등해결 문 이 뉴욕지역에서 래 재

훈련을 시작한 이래, 학교에서의 폭력 감소, 문제해결, 학생들 간의 계 증진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면서82) 1999년 재 8500개의 학교(미국 공립학교의 10%)에서 

래 재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고 한다.

갈등해결, 래 재 훈련은 반 인 평화교육과 함께 더불어 시행될 때 더욱 효

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래 재 로그램에는 재 로그램 이외

에도 편견 이기, 분노조  등의 평화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은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펙스 카운티(Fairfax County) 공립 고등학교 래 재 훈련과정의 

진행내용이다.

① 1학기 

  가. 학교에서의 갈등에 한 조사

  나. 재과정 조사

82) 강 진(1999), “미국의 학교폭력․집단 괴롭힘 해결 노하우 ‘ 래 재인’으로 ‘왕따’없앤

다”, ｢신동아｣ 3월호,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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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등에 해 진단하기

  라.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

② 2학기

  가. 상이한 에 한 인식

  나. 의사소통기술에 한 검

  다. 분노 조 하기

  라. 재의 갈등문제에서 과 분노에 한 연구

③ 3학기 

  가. 문제해결

  나. 갈등 재

  다. 편견 이기

  라. 학교와 공동체에 재 확산

④ 4학기 

  가. 오늘날의 문제에 한 탐구

  나. 공동체에서의 문제해결 근 연구 

  다. 평화윤리 개발

  라. 갈등 재

  마. 재를 통해 학교에 끼친 향 평가 

래 재(Peer Mediation) 훈련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로

그램이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라는 지역 ․환경  차이를 생각한다면 많은 시행

착오가 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맞는 래 재(Peer Mediation) 훈련과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7)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ꡑ만들기 훈련(미국의 갈등 해결 로그램)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ꡑ만들기 훈련(미국의 갈등 해결 로그램)83)은 등

학교 교실에서 활용하기 좋게 짜여진 로그램이다. 하지만 체계 이지 못한 한계

83) 정 백 외(2001), 게서, pp.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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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가치  정립이 안 되고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등학교 어린이들에

게 막무가내로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한국 인 상황

에 맞는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 만들기 훈련’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로그램을 소개하면, 

① ‘다름’에 하여

  가. 상: 등학교 2-6학년

  나. 과정 

-학생들과 함께 언제 그들이 ‘다르다고’ 느끼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에 해

서 토론한다. 토론은 다름으로 인해 부정 으로 느 던 것을 말하는 데 집 될 것

이다.

- “모든 사람은 때때로 ‘다르다’ 이것은 반드시 부정 일 필요는 없다. 종종 자신

이 남과 다름으로 인해 아주 이익이 될 때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한다. 다름으

로 인한 정  측면에 해 이야기함으로써 학생들을 격려한다.

  다. 토론 주제

-만약 내가 우리 반에서 유일한 여학생 혹은 남학생이라면 어떨까? 그로 인한 

장 은 무엇일까?

-만약 내가 유일한 장애인이라면?

-만약 내가 백인학 에서 유일한 유색인이라면?

-만약 내가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배구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만약 내가 오늘 유일하게 도시락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주의사항- 무 심각하지 않은 소재들을 선택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② ‘공격성’에 하여

  가. 상: 등학교 4-6학년

  나. 과정 

-칠 에 ‘공격’이란 단어를 쓰고, 그 의미가 ‘사람들을 신체  혹은 감정 으로 해

치려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질문: 공격 으로 행동한 이 있는가? 어떤 사람을 해치려고 했을 때 어떤 느

낌이 들었는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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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갈등상황에서 화나거나 좌 한 사람들은 종종 공격 으로 행동한다는 . 

그러나 앞으로 몇 주 동안 학생들은 감정을 비공격 으로 표 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는 들에 해 설명한다.

다. 토론 

-사람들은 왜 공격 으로 행동하는가?

-공격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공격 으로 행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이 공격 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가? 등등

◦고학년 어린이들과는 공동체와 세계의 공격  행동들에 해서 조사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본래 으로 공격 인가?”라고 물어 으로써 어린이들의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질문은 “사회 으로 용인될 수 있는 혹은 그 지 못

한 행동은 무엇인가?”등에 해 질문할 수 있다.

③ ‘분노’에 한 목록 작성하기84)

  가. 상: 등학교 1-6학년

  나. 과정 

-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최 한 많이 나열하도록 한다.

-목록을 보면서, 어떤 방식의 표 이 험하고 상처를 주고 공격 인지 이야기하

도록 하고 여기서 ‘추천할 수 없는’ 것들에 해 설명한다. 

-분노를 발시킬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체 학생들로 하여  목록에 한 

반응을 팬터마임을 통해 표 하도록 한다. 분노의 다양한 표 을 가지고 여러 번 

팬터마임으로 만든다.

  다. 토론 

-목록 가운데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험한 것인가?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사람들을 더 문제에 빠뜨리게 할까?

-분노에 한 정  표  가운데 경험한 것이 있으면 소개해보도록 한다. 

84) 상게서,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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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방향

 1) 기본 방향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 화의 재개와 남북 계의 진 에 따라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평화교육  근과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

리의 특수한 실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모형이 확립되지는 못하고 있다.

평화교육이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쟁과 폭력문화를 몰아내는 교육이

다. 을 이기기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조와 사회 구석구석에 폭력

이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평화 교육은 ‘ 와 나’가 하나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이다.85) 20세기 내내 세계사를 지배해온 쟁과 괴를 넘어 21세기

를 평화의 시 로 만드는 길은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일 뿐 아니라 한 몸임을 깨닫

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고 무지와 탐욕의 폭력에 맞서 연 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언제나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한반도 

쟁 상황에 한 의식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냉 의식의 자각,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화로운 삶에 한 고민까지 그 역이 확장되어 나타나야 한다. 한반도에

서 ‘남과 북의 평화’는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 명의 요구86)이며, 통일의 

출발 이고 통일의 지향 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이것이 ‘통일’과 ‘평화’의 인식

에서 가장 바탕에 두어야 할 기본 방향이며 기본 제이다.

쟁과 폭력의 문화를 극복하고 평화의 문화를 발 시키기 해서 평화교육은 반

드시 필요하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발 의 심에 있고, 보다 인간 이고 평화 인 

세계 건설을 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평화의 실 은 정치  행 를 통하여 직

 달성되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 으로 평화는 평화교육을 통해서 일상화된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평화문화가 실 되어야 비로소 그 목 을 제 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의 우리 사회와 학교의 환경에서 변  성격의 평

화교육  통일교육 실천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개척자 인 열정이나 평화와 

85) 정선례(2001), 게서, p.64.

86) 한만길 외(1999),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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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실 에 한 지역사회의 굳건한 의지 없이는 달성되기가 어렵다.

서구의 평화교육은 사회교육이나 시민교육 차원에서보다는 제도교육에서 주로 시

도되면서 각 사회운동 단체는 각각의 주요 주제에 집 하고 있는 반면에,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분쟁의 후유증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에서의 평화교육은 학

교보다는 주로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화교육이 사회교육, 시민

교육 차원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거꾸로 학교에 향을 주게 되고, 사

회운동 단체도  평화교육에 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많다. 즉 분쟁 지역일수록 학

교보다는 시민단체 심으로 안교육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 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에는 ‘학교’라는 기 이 매우 경직

되어 있다는 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기존의 학교교육 주의 교육 로그램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

장, 평화 련 연구기   실천 인 시민운동단체와 연 하고 력하면서 사회일반

의 평화문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되어야 한다. 이 에서 학을 비롯한 책임 

있는 집단들이 극 나서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연결하여 우리사회에 정착할 한

국  평화교육의 모형을 만들어내고, 삶의 문화로 정착시켜가야 한다.

평화교육은 ‘평화능력’을 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화 교육을 세 가지 유

형으로 구분87)하여 보면, 

첫째, 쟁과 폭력의 원인을 개개인의 공격  사고로 보고 평화 인 인격형성과 

사고의 변화를 이룩하는데 주력하는 유네스코 심의 국제이해 증진의 평화교육 

둘째, 쟁과 폭력의 원인이 되는 갈등이나 공격  태도 방식을 극복하기 한 

개인의 입장 변화와 갈등을 극복할 능력의 개발 교육 

셋째, 비  평화교육으로 ‘구조  폭력’과 ‘조직화된 평화부재’의 실에 하여 

사회 비  의식 형성과 극 인 행동 가능성을 수립하려는 교육

이 세 가지 모두 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두 번째

와 세 번째 평화교육 유형으로 한 평화교육  근 방법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한 평화교육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구조  폭력

87) 정애경(1990), “평화교육 방법론으로서의 이리 교육이론 연구”, 석사학 논문, 한신

학교 교육 학원,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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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비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통 인 평화교육은 1950년 에 제 2차 세계 이 끝나자, 다시는 이러한 비극

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감이 리 공유되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평화는 국가 간에 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평화교육도 쟁

을 막아내는데 요구되어지는 시  과제를 수반하 고, 쟁의 원인을 인종  편

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른 차이와 보편성을 ‘알려 으로써’ 세

계를 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고자 하 다. 그래서 유네스코를 심으로 교육

을 통하여 민족들 간의 평화로운 계의 형성과 유지를 해하는 모든 이고 

괴 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여러 민족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

고자 하 으며, 이러한 실천은 1953년에 국제이해교육을 한 동학교사업

(Associated School Project)으로 개되었다.88)

이처럼 통  평화교육이 추구하는 기본 목 은 ‘알리는 것’이었다.89) 즉 무엇인

가에 한 정보를 으로써 문제를 막아보자는 것이었는데, 쟁과 평화에 한 문

제를 국가  에서 보고, 의식교육, 가치교육 등의 형태로 인간 개인의 생각을 

변화시켜 평화를 구 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 다. 

1960년 까지는 미국의 국제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이 거의 그 로 반 되어 새로

운 국제질서 속에서 냉랭한 국제 계를 유지시키는 진자로서 기능할 수 있었지

만, 국제  냉 과 국내  불평등, 세계  수 에서의 종속이라는 계 구조  모순

을 간과한 채 개되었다. 그런데 무엇에 해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

을 기 할 수 없으며, 문제에 한 이해만으로는 그 문제에 한 참여의 태도와 문

제해결을 한 평화능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  우리는 통 인 평화교육 이해를 바탕으로 분단이라는 우리의 특수

한 실을 감안한 한반도에서의 ‘남과 북의 평화’를 염두에 둔 평화교육을 그 기본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88) 정두용(1999), “국제이해교육 일반”,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유네스코한국 원회, p.14.

89) 고병헌(2001), “평화교육의 과제와 망”, 박사학 논문, 고려 학교 학원,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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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표와 내용

다음으로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겠다.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목표는,

첫째, 사람들로 하여  평화의 기회와 평화의 근원뿐 만 아니라 반평화의 문제와 

그 원인에 해서도 비 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둘째, 사람들이 평화문화를 한 행 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술과 

가치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즉, 평화교육의 목표는 평화에 한 지식, 기술, 가치와 일치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비 으로 사고하고, 평화에 심을 갖도록 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내용에는 통일에 해 평화교육  을 갖고 북한 

주민을 포용하며 분단의 아픔을 남과 북이 함께 치유해 나가려는 내용이 삽입․교

육되어져야 한다. 통일교육 심의 학교평화교육은 이 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폐쇄 이고 경쟁 인 획일  제도화의 교육에 머물고 있다90) 그 지만 여 히 한국

의 평화교육의 핵심 주제는 남북한 통일교육에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세계  수 에서의 폭력인 각 지역 분쟁뿐만 아

니라 국내에서 그리고 학교 장에서 자행되는 크고 작은 폭력의 본질을 정치․역

사 으로 인식하도록 도우며 더불어 이에 한 평화체제 구 을 한 평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화 해야 한다.91)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에서 갈등해결 는 갈등 리는 매우 요한 주제가 

된다. 쟁은 국가 간 혹은 립  세력간의 갈등을 비폭력 으로 해소하지 못한 

가장 극한  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수 에서, 지역 사회  수 에서, 국가  

수 에서, 국제  수 에서 갈등을 비폭력  방법으로 해결하기 한 다양한 평화

교육 내용이 삽입될 필요가 있다. 

한 교과를 통해 지식의 역에서 평화를 가르칠 때 북한 이해, 사회  약자 문

90) 강순원(2003), 게서, p.133.

91) 상게서,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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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라크 쟁 등이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기 한 조

건을 구비하기 한 인권교육은 평화교육의 기본  바탕이 된다.

그러나 교사 혼자서 모든 평화교육 역을 맡으려 하는 건 무리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각종 매체 활용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

로서는 시간  제약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심과 열정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라 

하겠다.

평화교육에서 양육되어야 할 태도와 가치의 내용으로는 자기 존 (자신의 가치, 

사회 , 문화 , 가족  배경에 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사회의 정  변화에 기

여함), 타인에 한 존 (다름에 한 이해와 존 ), 생명/비폭력 존 ( 자나 갈

등상황에 한 폭력  응 거부, 물리  폭력, 무기사용에 반 , 동 /비폭력  

문제해결), 지구  심, 생태학  심, 동, 개방/ 용(타인의 사고와 경험을 비

이지만 개방 으로 근  수용, 문화와 표 의 다양성 존 ), 사회  책임(정

의, 비폭력, 평화, 재와 미래세 에 한 책임감), 정  비 (희망  미래에 

한 상상과 그 실천)과 같은 것이다.

평화교육에 있어 보편  가치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

는 평화교육의 범주설정이 필요하다. 평화교육의 제 범주를 크게 세 역, 즉 지식

역, 기술 역, 자세, 가치 , 태도 등의 역으로 나 면 <표-14>와 같다.92) 

<표-14> 평화교육의 제 범주

지식의 역 기술의 역 자세, 가치, 태도의 역

식민주의/제국주의

분단/통일

쟁/군축

핵              인권

환경            정의

갈등            민주주의

계             성

인종            용

동/놀이/노작

화

토론

비  사고

창의  활동

재

타

명상

자기 존         타인존

상호 이해        양보

자율             비폭력

공동체 의식

생태학  심

미래에 한 망

진리에 한 헌신

상생(相生)

92) 상게서,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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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조  폭력에 한 비  인식을 한 인지  역에서의 주제어를 

선정하고 평화  심성을 개발하기 한 정의  목표 행동으로서의 평화  가치에 

한 안 선정, 그리고 갈등의 비폭력  해소 방안  지 , 정의  목표도달을 

한 기법 등, 평화에 한 무엇을, 어떻게, 왜 다룰 것인가가 평화교육의 범주로 포

함되어야 한다.93)

평화교육은 삶의  과정을 통해 사회  조건을 정의롭게 만듦과 동시에 비폭력

 평화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으로 갖추게 만든다. 학교는 이러한 

평화교육을 가장 효과 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제 7

차 교육과정 이후 상당한 교과 자율성을 교사에게 부여하고 있어 평화교육을 실천

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많아졌다.

평화교육의 내용선정에 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제일 먼  평화교육의 내용으로 통일을 생각해야 한다. 통일은 우

리 민족의 통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평화 문제

에 있어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우리들의 삶을 비평화 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 교육의 계획에서 가장 큰 고민은 북한을 어떤 상 로 여겨야 하는 가

이다.94) 평화교육에서 우리는 북한이 평화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그 게 여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북한을 주 , 력의 동반자, 제 

3자로 각기 가정하고 그 결과를 측해 보는 학습과정이 긴요하다.  북한의 입장

에서 남한을 각기 그 게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를 측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이러한 입체 인 고민이 북한과 통일을 자발 이고 타당하게 인식

하는 성과로 인도할 것이다. 

둘째, 구체  상황의 직  폭력에서 거시  상황의 구조  폭력에 한 활동으

로 확 되는 평화교육의 원리가 통일교육에서는 거꾸로 용될 수 있다. 쟁과 분

단에 한 직  간  체험이 없고 일상에서 별 심이 없는 신세 인 경우 이

러한 평화교육의 원리가 무력하다는 걸 실제 활동에서 찰된다. 오히려 평화가 정

당하다는 보편성을 깨달은 후 그것을 분단에 용할 때 문제의식이 효과 으로 생

93) 상게서, p.136.

94) 하선  외(2002), ｢21세기 평화학｣, 풀빛, 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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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 

셋째, 북한과 분단에 한 우리의 감정경향을 성찰하고 조 하는데 심을 가져

야 한다. 사물에 한 인식 과정은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느낀다’ 라는 말과는 

반 로 ‘느끼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안다’라는 과정에 가깝다. 감성 련 활동은 통

일에 한 합리  근을 증진한다.

넷째, 참여자들에게 도 을 제공해야 한다. 통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여자들이 

극 인 참여로 성취감을 느낀다면 통일을 신나는 일로 여기게 된다. 참여자들의 

심을 반 하고 구체  과제를 심으로 활동하며 참여자들의 인지능력,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에 한 심을 유발하고 통일교육에 한 동기를 부여하며 통일에 

한 비 을 세우게 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최  목표이므로 이 에 유의하여 평화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이 만났을 때 갈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등장할 요소에 을 맞추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  덕목과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한다. 즉 존 , 용, 신

뢰의 덕목, 그리고 역지사지의 능력, 자기 성찰 능력, 상호 주  의사소통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곱째, 평화의 의식화와 평화행 능력의 교육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는가를 의식화시키는 교육이며, 갈등 계를 화와 

화해와 합의를 통해서 평화 으로 해결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문가들은 평화교육

이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평화 인 것으로 만들어  수 있다고 말한다. 

등학생들을 한 평화교육에서는 아동들이 그룹 안에서 생긴 갈등을 찾아내어 

그 해결방안을 토의하고 교사가 해결책을 실시하도록 해서 갈등을 이도록 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즉 평화교육이 평화부재의 실을 비 으로 보게끔 

의식화시키며 이를 변 시킬 수 있는 평화행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하겠다. 

여덟째, 공격성의 제거와 무 심의 극복을 평화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한다. 

객 인 사회구조의 문제가 곧 비평화 인 실이 된다. 이 구조에는 인간의 

 의식과 공격성의 심리가 향을 다. 오늘날 더욱 잔인해지고 폭력 인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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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증폭된 공격성의 생리가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쟁이나 폭력의 

상과 공격성의 심리 사이에 필연 인 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공격성의 

문제는 평화교육에서 요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으며 쟁도 집단  공격성의 표

이라 할 수 있다. 괴 인 본능으로서의 공격성을 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평화교육의 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평화교육에서는 세계나 사회 속의 폭력과 구조에 해 감각

을 갖게 하는 교육, 고통당하는 자 피해를 보는 자들에 한 공감을 갖게 하는 교

육, 불의를 참지 않고 정의와 발 , 평화를 실천하려는 사회  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요하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95)

아홉째로 평화교육의 실천 문제이다. 평화교육은 어린이로부터 청소년과 어른들

의 성인교육에서까지 계속 추구되어야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생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평화에 한 문제가 가치 과 의식에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에 

그 교육목 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골격이 형성되는 폭

력이나 갈등에 한 의식을 어린이교육에서부터 철 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오늘날의 매체를 살펴보면 폭력성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아이들이 평화의식을 기르며 평화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6․

25 쟁을 겪고 북한 공산주의와 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쟁교육과 공격성 교육을 철 하게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이 공격성 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니 요하

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지만 실이 그 다고 해서 그냥 그 로 내버려두고 따라

갈 것이 아니라 평화  사회와 인간 계의 모습을 여러 가지 교육 수단을 통해 어

린이들에게 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동화책, 만화, 텔 비  로그램, 학교의 교

과서, 장난감 등 모든 매체에서 평화 인 심성을 길러  수 있는 것을 세심하게 선

택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수동 인 감상만 하지말고 능동 으

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고 보겠다. 를 들어 신문이나 텔 비

을 보면서 쟁과 핵무기, 군사문화에 해 비 인 토론하기, 폭력과 쟁에 반

한 사상가를 아는 것, 놀이와 게임을 통해서 경쟁과 독 , 그리고 지배보다도 동

95) 정두용 외(2000), 게서,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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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호존 을 권장하는 역할을 해 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극 인 방법들이 평

화교육연구가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다.

이 듯 평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나 인정하지만 구체  내용이나 실천 방

법이 막연하기만 하다. 그 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평화교육은 모든 교육이 기본

으로는 평화롭고 발 된 사회를 실 하기 해서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발

을 목표로 하는 계몽 인 교육은 모두 평화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므로 평화교육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평화교육으로는 평화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애

매해지며 실효성이 있는 평화교육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폭력과 평화부재 상들

을 밝히고 그 원인을 사회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과학기술의 면에서 찾아내 피교

육자들의 경험세계와 연 시켜 분석하며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교육

의 목표와 내용으로 해야 한다.96) 

3.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평화 번 시 에 걸맞은 등학교 통일교육 개선 방안으로서 다양한 교수학습방

안을 개발하기 해서는 평화교육에 당한 로그램이 많이 도입되어 활용되어져

야 한다. 특히 통일 교육은 다양한 체험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실천을 통해서 

학습해야만 피상 인 이론에서 벗어나 그 이론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실

제 생활에 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련하여 등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거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을 통하여 쟁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쟁을 

막는 평화가 얼마나 소 한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어떻

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 남북한간에 이질화된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을 

체험  활동을 통하여 알게 해야 한다. 그 교육 효과는 집단 으로 는 개별 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통일 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

96) 상게서,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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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통일에 심을 가지게 된다. 기존

의 통일 교육은 주로 문자매체를 활용한 교사 심의 강의식 수업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자기 주도 인 학습자보다는 피동 인 학습자로 락하고, 

탐구를 통한 학습보다는 암기와 기억을 통한 학습이 심이 되었다. 그래서 통일 

교육에 한 흥미가 유발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문제 인

식  해결 능력이 제 로 함양되지 못한 결과를 래하 다.

최근 교육 공학의 부신 발 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방

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제 테크놀로지에 한 무지와 두려움에서 탈피하여 통일 

교육에서도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통일 교

육에도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킨다는 에서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 지만 가장 고 인 교육 자료로서의 교과서는 정보량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남북 계의 내용들을 시에 가르칠 수 없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에 기

하여 변화하는 실에 한 다양하고 풍부한 시사 정보를 습득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 스스로가 정보를 찾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컨  

북한 통일 련 기사를 스크랩하도록 하거나 방송을 듣고 통일 련 내용들을 어

오도록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은 반드시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 능력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다.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 평화교

육 사례를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교과활동을 통한 근 방법,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근 방법, 그리고 실천  체험학습으로서의 평화교육 등 세 부문으

로 나 어 평화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1) 교과활동을 통한 근 

  (1) 도덕과를 통한 평화교육

쟁이 없는 21세기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최  과제이자 목

표이다. 즉 평화에 근거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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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환경은 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시 변화에 맞춰 능동

으로 바 어야 한다. 극 인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분단 50여 년 동안 우리는 북한을 말살해야 하는 으로 간주하는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변화된  통일 환경 시 에 이 게 반북 의식이 유지되는 한은 남북 

간의 력과 평화공존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화된 통일 환경

과 남북한 화해․ 력  평화번 정책 시 를 맞아 하루 빨리 반북 의식에서 벗어

나 평화교육으로의 발 빠른 사고의 환이 필요한 때이다. 지 까지 이루어져온 통

일교육이 쟁을 막기 한 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한 소극  평화교육이었다면 

지 은 보다 극 인 평화교육을 통해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평화는 쟁의 부재뿐만 아니라 평화를 하는 여러 가지 폭력 인 행 와 

상황을 제거하는 극 인 평화주의를 표방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게 극 인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동들로 하여  감상주의  통일 인

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들로 하여  통일의 당 성에 한 

확고한 인식을 갖게 하고, 통일을 비하는 실천 의지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

화교육의 입장에서 평화와 련된 실천 속에서 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일상 인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 도덕과에서 평화교육을 하려면 우선 교실 안에서 서로 다른 가정환경,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서로 잘 화합하고 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부터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

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의미를 두고 평화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97)

한국에서 가장 실한 비평화  상황인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한 통일교육이 다

루어야할 평화교육의 학습목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97) 차우규(2002), 게서,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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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통일교육이 다루어야할 평화교육의 학습목표98)

역

학습목표
인지 정의 태도

통일을 한 비

 - 쟁

 -북한 이해

 -민족공동체 정신

평화주의  태도

 -평화

 -공존

 -다문화 이해

 -인권

비  안 탐색

․ 쟁에 기 한 해결 방식

의 불안정성과 험에 한 

통찰

․북한에 한 객  지식

․반만년 역사 기간동안 한

민족 공동체로서의 역사

․평화의 의미에 한 다양

한 견해 인식

․공존의 의미 인식

․인권존 을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 인식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비평화  상황 인식

․ 안  망 제시 능력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기술

․비폭력의 윤리

․민족공동체 정신

․통일은 곧 우리 

민족에게 평화라는 

이상이 된다는 확

신

․통일을 통한 미

래 건설은 우리의 

과업이라는 확신

․통일을 해 폭력이 

아닌 평화를 통해 실천

하려는 의지와 열망

․평화에 한 책임감

․분단으로 인해 문화  

격차가 생긴 북한에 

한 용을 바탕으로 한 

심과 이해

․다른 사람과 동하여 

안  망의 제시를 

해 일하려는 비성

도덕과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에 있어서 극 인 평화교육이 아무리 바람직

하다고 하여도 평화의 소 함을 인식하고 지키려는 안보와 평화공존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쟁의 험과 평화의 소 함을 안보와 연계하는 통일교육이 등도덕

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 쟁의 참혹함을 알게 하여 쟁의 험에 

해 객 으로 인식하게 하며, 통일만이 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일

깨워야 한다.

평화를 지키기 한 안보교육은 학교통일교육에서 보다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지만 재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등 도덕과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안보의식이 매우 소극 으로 제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보의 필요

성이나 요성보다는 애국심의 함양과 혼돈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 안보에 한 

구체 인 지도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평화와 안보는 상호보완  개념이므로 이

98) 이정화(2002), 게서,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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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평화  통일을 한 과정으로서 안보를 

이해해야 하며 이런 기본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덕과 교육은 통일을 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이므로 도덕과 

교육을 통해 분단이라는 기를 비평화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 평화의 요성이 도덕과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

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즉 통일의 당 성에 한 교육이 도덕과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비평화  문제들에 한 인식과 다각  차원에서 

분단의 원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 분단의 역사  배경과 과정

에 한 바른 이해가 도덕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분단으로 인한 손실과 고통에 

해 알게 하여 통일에 한 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한 분단으로 인한 군사

문화와 맹목 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교화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민족 이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즉 어제의 북한이 아닌 오늘의 북한을 인식시키기 해서 극  시사교육으로 발

해야 한다. 이 게 하여 도덕과 교육이 단순한 지식 달 교육이 아닌 통일을 만

드는 평화문화운동으로 발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평화교육 선례를 통

해 평화  통일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이 의미하는 바

가 무엇인지, 무엇을 한 과정인지를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는 체험을 도덕과를 

통해 제공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사에게 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통일만이 아닌 평화  이상을 

향한 과정  의미로서의 통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재의 도덕과를 통한 통일

교육은 장차 이루게 될 통일조국의 사회에서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평화능력

을 갖춘 사람을 기른다는 에서 부족한 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 학교 장에서 

다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통일정책, 통일문제, 북한의 실태가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모순만을 지 하면서 자유주의의 우월성만을 강조

해온 방법으로는 평화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우선 기존 도덕과의 근 방식을 벗어나 학습자가 주체

가 되는 평화  학습 분 기를 조성하고, 개방 이고 자율성이 존 되는 학습 환경

을 제공해야 한다. 그 게 하여 학습자 자신이 자신의 학습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 75 -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평화  갈등을 해결하기 한 민주  커뮤

니 이션을 이루기 해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참여형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평

화체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을 보다 정 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체험을 통해 서로

의 문화에 한 동질성을 심화하고 확 해가며 이질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평화교육

이 되어야 한다.

  (2) 국어과를 통한 평화교육

국어과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이면서 동시에 국어교육이므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일치하면서 국어과의 교육목표와 지도방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99) 도덕

과 뿐만이 아니라 국어과에서도 아동들로 하여  통일의 당 성에 한 확고한 인

식을 갖게 하고, 통일을 비하는 실천 의지를 갖게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교

육의 입장에서 평화와 련된 실천 속에서 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내면화될 수 있도

록 문학 작품 감상과  쓰기 등을 통해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과를 통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국어과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평화와 화해․ 력의 필요성 자각, 북한에 

한 객 인 이해, 상호존 의 자세․태도 형성을 주요 교육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북한에 한 부정  측면을 부각하기보다 상 방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보고 다

시 객 인 입장에서 단해 보는 자세에서 근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 련 내용 지도가 학생의 언어에 한 지  기능 신장, 의사 교환 기

능, 문  감상 기능 신장이라는 국어과 교육목표의 달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어과의 통일교육 방법은 국어과 교육의 주요한 방법인 학생들의 직

인 말하기․듣기․읽기․쓰기․감상 등을 주로 활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언어생활은 지식, 감상, 말하기․듣기, 쓰기, 일기 등에서 통합 으로 이루

99) 교육부(2003), “국어과 통일교육의 지도방향”,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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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따라서 국어과의 통일교육도 통합 으로 지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모든 교과교육에서 요구되듯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육 내용 

방법으로 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모든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이 도덕과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할 때이다. 오히려 국어과에서의 언어, 문  역을 통하여 통일․평화교육

이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사회과를 통한 평화교육

사회과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을 일 되게 교과의 목표로서 추구해 왔

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사회 상에 한 기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제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 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

하여 사회의 문제를 창의 이며 합리 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

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 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100)

이러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통일교육과 련하여 보

다 상세화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 상에 한 지식, 사회과학  탐구력과 인문학  이해력을 바탕으로 남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발 과정을 합

리 으로 견할 수 있다.

② 남북한간의 교류․ 력 사례를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해․ 력의식을 함양하여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사회를 앞당기고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창의  사고력, 비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사회  참여능력을 기른다.

③ 우리 민족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해서 지속 인 심을 가지고 인권존 , 

용과 타 의 정신, 참여와 책임의식, 사회정의와 공공성에 한 존  등 민주  

가치를 내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일사회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

100) 교육부(2003), “사회과 통일교육의 지도방향”,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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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남북한의 사회 상을 비교함에 있어 남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데올로기  

근법을 지양하여야 한다. 객  근법은 남북한 사회의 좋은 과 문제 을 어

느 일방의 입장이 아닌 제 3자 인 입장에서 고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실에 해서 그 사회의 문화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

는 문화상 주의  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⑤ 남북한의 사회 상을 비교할 때 차이와 동질성을 모두 확인하는데 유념해야 

한다. 비교 활동 그 자체는 기본 으로 차이의 발견에 치우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통한 비교 우월감의 확 는 상 방에 한 감이나 배타 인 감정을 

생성․심화시키고 불필요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 

상의 비교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과정의 심화․고착화에도 불구하고 여 히 남아있

는 서로간의 동질성을 극 으로 발견해 가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공통 으로 

발견할 수 있는 동질성이 통일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할지 

아닌지에 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기된 문제의 해결책

에 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에 한 자율 인 단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율 인 단능력은 통일사회로 가는 노정에서 직면

하게 될 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으로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이

다.101)

⑦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한 이해를 하여 그 외형  모습보다는 실제  삶의 

내용을 그 로 알려주고 이를 합리 이고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학습 주제나 소재를 선정할 경우 학습자의 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것

들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해 학습자 자신들이 주제에 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

사의 강의나 교육 자료 등을 매개로 자신들이 단하고 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 내용과 소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 규범문화 등에서 찾아야 한다. 생활 문화에 해당하는 소

재로서 통문화, 습, 의식주 생활, 가정 이웃 생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생활 

문화 심의 근은 추상성을 극복하여 구체성을 지향하는데도 많은 이 이 있다. 

101) 게서,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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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강의 심의 교육 방법은 강의를 주로 하되 일문일답 식 수업, 집단 토의 

수업 문제에 한 단과 안 찾기 수업, 찬․반되는 문제에 한 립 토의 등을 

가미하여 효율 이고 능동 인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 주제를 학습자가 선

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는 교육방법을 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을 사회과에서 지도하는 시간은 극

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의 열정과 심에 따라 얼마든지 그 내용을 삽입하

여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과목이다. 따라서 별 의미 없이 주마간산 격으로 

지도하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체계 이며 집 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와 자료를 학교에 시 히 보 할 필요가 있다. 

  (4) 미술과를 통한 평화교육

미술과에서는 ‘북한 미술의 형태와 특성’, ‘북한 미술에서 통 인 요소’, ‘남북한 

미술의 차이 과 유사 ’, ‘미술 실기’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 상에 통일교육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특정 내용들은 교과 

간 통합교육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교육으로 그 효율성을 극 화 할 수 있겠지만 흔

히 통합교육으로 포함되는 미술교과는 그 특성상 특정 내용이나 주제와는 상 없이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 미술교과의 범 를 벗어나지 않는 표  방법만이 용된 

통합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102) 따라서 미술교과 학습 안에서 통일교육 내용

이 극 화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이 필요하다.

미술과를 통한 통일교육에서는 단순히 남북한 미술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주제

로 표 활동을 하기보다는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미  체험’과 ‘감상’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습내용을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역에 근거하여 학교 별

로 미술교과에 반 할 수 있는 통일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16>과 같다.

102) 교육부(2003), “미술과 통일교육의 지도방향”, ｢미술과 교사용 지도서｣,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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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미술과에서의 통일교육 방안 내용 103)

학교 

별
내용 역 체계 미술교과의 통일교육 방안 내용 비고

등

학교

미

체

험

(1) (3․4학년) 자연미 

발견/(5․6학년) 자연미

와 조형미의 특징 이해 

․남북한의 자연미(3․4학년)(남북한 자연의 

아름다움 발견)

․남북한의 지리  특성과 환경 이해(3․4․

5․6학년)

․남북한의 자연과 조형물의 계 이해(5,6학

년)

․ V C R 

등 시청각 

매체 활용

의 수업 

유도

․신문자

료)시사자

료 활용 

수 업 , 

NIE)

․인터넷 

자료

․토론학

습

․개인  

소집단 표

 활동

․북한 미

술  람

(2) (3․4학년) 조형미 

발견 /(5․6학년) 자연

과 조형물의 계 이해

표

(1) 주제 표

․(주제표 ) 남북한의 일상생활모습 그리기/

남북한 가정  이웃의 생활 등 남북 사람들

의 의식주 등의 생활과 련하여 표 하기

․(표 방법) 북한의 회화, 디자인, 공  등에 

나타난 일반 인 특징 이해하기

․(표  재료와 용구) 남북한 작품에 나타난 

표  재료에 따른 차이  이해하기

(2) 표  방법

(3) 조형요소와 원리

(4) 표  재료와 용구

감

상

(1) 서로의 작품 감상 ․남북한의 학생  기성작가의 작품 감상(의

식주  생활과 련된 작품 감상)

․ 우리나라의 통 미술문화 감상(2) 미술품 감상

와 같은 내용 방안 외에도 ‘북한 미술의 형태와 특성 이해하기’, ‘북한 미술에서

의 통 인 요소 구별하기’, ‘남북한 미술(회화, 조각, 공 , 건축 등)의 차이 과 

유사  알아보기’, ‘미술 실기를 통한 통일의지 함양하기’,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따

른 구상 나타내기’, ‘민족의 화해와 력을 지향하는 내용의 작품 구상하기’, ‘더불어 

사는 삶을 표 하기’, ‘남북한의 일상생활 문화를 소재로 하는 내용으로 작품 꾸미

기’ 등 분단 실을 인식하고 통일 환경을 인식하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 력을 

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통일 그리기 회  통일그래픽 경진 회, 남북한 공 품 만들기, 통

일나무 꾸미기 등도 모두 미술 역에 포함된다. 등학교 교사들이 심을 갖고 

미술교과와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을 연 지어 지도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극 화 

103) 상게서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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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5) 음악과를 통한 평화교육

음악과는 음악성, 창의성, 심미성에 을 두어 인간의 본질이나 개인  완성과 

련한 목 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통일 교육은 인간 본질이나 개인  완성보다는 

통일이라는 공동체와 련한 목 을 가진다.104)

음악과에서는 ‘6 25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운 강산’ 등과 같은 통일

과 련한 악곡을 다루어 왔다고는 하나, 이들 곡을 통해 개인의 술  정서를 

시하 으며, 사상이나 통일이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고는 볼 수 

없다.

지 까지의 음악과는 순수 술론에 따른 교과 특성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통

일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한 목  교과 혹은 기능 교과로서의 역할은 거

부해 왔다. 특히 지 까지의 통일 교육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한 경계심이

나 비  의식을 함양하기 하여 이데올로기 비  심의 정치 교육  목 을 갖고 

있었다. 한, 제시하는 자료 역시 상을 부정 으로 인식한 교육 내용이었으며, 

감정 이며 정의 인 측면을 심으로 한 주입식 교육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

문에,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 세계가 하나의 공간화, 우리나라 경제력과 안

보력의 증 , 군부 정치에서의 탈피, 김  정부의 북 포용정책 실시, 노무  정

부의 평화번  정책, 남북의 경제  문화  교류의 증  등의 환경 변화는 통일 교

육의 방향을 비 주, 주입식 교육 방법에 획기 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음악 교육과정(제7차)은 음악을 통한 다양한 민족, 역사, 문화 이해, 민족 

문화의 계승 발  등을 시함으로써 음악과에서 통일 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법의 

개발을 시하고 있다. 음악과는 음악  분단을 종식시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에 한 포용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해서는 다른 세계를 형성하고 

104) 교육부(2003), “음악과 통일교육의 지도방향”, ｢음악과 교사용 지도서｣,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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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북한에 한 이해를 제해야 한다. 이 때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  하나

가 남북한 음악의 소통이며, 음악 교육에서의 북한 음악의 이해이다.

음악과에서 북한 음악 이해는 우리 등학교 아동들이 북한 음악을 부르고, 듣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음악과의 통일 교육은 음악을 통해 북한에 한 

심이나 비  의식을 심어주기보다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의 실제 상

황에 한 객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음악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하는 방법

은 가창이나 감상 수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는 것은 북

한을 이해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기 해서는 무조건 교사

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자발 인 활동이 보장되는 수업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를 해 첫째, 공산권의 음악과 서방의 음악에 한 비교 감상, 분석, 토론 법

을 활용할 수 있다.105) 즉, 동일한 음악을 서양음악가가 연주한 음악과 공산권의 음

악가가 연주한 음악을 제시하고 감상, 분석,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을 할 수 있다. 

컨 , 차이코 스키 ‘비창’에 하여 러시아 지휘자인 므라빈스키의 음악과 카라

얀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한 헝가리 방송교향악단, 닌그라드 심포니, 폴란

드 국립교향악단, 모스코바 필 등의 음악과 서방의 음악을 비교하고 각기 그 표

법에 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개량된 악기 연주에 한 감상, 분석 토론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

다. 북한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통악기를 개량하여,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개량 악기 연주를 듣고 분석, 토론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민요 감상과 북한 발성법을 노래를 통해 지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에서 즐기는 민요와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민요는 거의 동소이하다. 

이들 민요는 북한에서 다수 녹음 생산하고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민요

를 감상하고 북한 방식으로 불러 볼 수 있다.106)

이 밖에도 북한 술단의 공연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 감상하고 느낀 을 서로 

105) 상게서, p.81.

106) 상게서,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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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해보거나, 북한 만화 화감상시간을 갖고 그 화에 사용되는 화음악을 

듣고 우리 음악과 비교하며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근  

제 7차 교육과정 운 으로 통일교육이 약화된 반면에 교사에게 교과자율권이 많

이 주어지고 있어서 특별활동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통일교육 즉 평화교

육을 실시할 시간이 오히려 많아졌다. 물론 교사의 심과 열정이 기본 으로 제

되어야 한다. 특별활동 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평화교육으로 근하는 방

법으로,

 첫째, 평화에 한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 살아가기, 평화에 한 단원을 

설정하기

 둘째, 심성을 키우기 한 내용(평화 사랑의 마음 갖기)으로 ‘만남’과 ‘소통’을 통

한 평화교육, 생활 속의 습  만들기

셋째, 평화 기술(갈등 해결 능력)을 내용으로 하는 갈등 해결 방법,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실천  체험학습 등이 있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화에 한 지식-평화문제 인식

 ① 평화의 진정한 가치인 ‘다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해 다루어야할 평화교육에는 평화의 진정한 가치인 ‘다

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에 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평화교육의 지향과 특징들 

에서 특히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고 인정함을 통해 세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화의 실 속에서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선 교육을 통해 

어떻게 다양성, 차이(다름)를 용하여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 심을 가

져야 한다. 

이에 한 로서, 미국의 유치원에서는 제일 먼  배우는 것이 ‘fair’ 와 ‘share’

라고 한다. 그 지만 그러한 삶의 태도와 가치를 훈련시키는 노력들이 내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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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민족, 내 나라만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가치는 진정한 ‘정의’ 와 ‘나눔’의 평화

 가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공존을 해서는 나 는 수밖에 없다. 나 지 않는 

곳에 정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 국경 민족을 떠나 넘치는 곳의 부유함을 

지독한 결핍을 겪는 곳에 나 어주며 공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정의

를 외쳐도 그러한 정의는 실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서의 평화능력 향상은 곧 통일능력의 향상과 다를 바 없다.107) 통일능력

을 형성하는 교육은 북한과의 다름에 한 인정과 존 을 기반으로 한 공존능력, 

용과 화해능력, 평화  감수성과 비 의식, 비폭력  갈등해결능력, 민주 이고 

상호 소통 인 화능력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서 기존의 통일교육이 인류  삶의 비평화  실에 한 비  

인식과 한반도의 특수한 삶의 조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웃과 

인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구 시 의 시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삶

의 평화를 한 통일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교육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

요가 있다. 

그 지만 북한과의 차이와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부분의 청소년 로그램은 주로 북한과의 차이를 

퀴즈나 게임 등을 통해서 인지시키고 공동체 의식 함양은 공동 력을 요하는 놀이를 

통하여 훈련하고 있다. 성인 로그램을 살펴보면 북한과의 차이를 체제와 정책의 ‘차이’에

서 근하되 지식 달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차이를 차별로 환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름’을 그 로 인정하고, 같은 공간에서 반목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가를 

보다 구체 으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는 이다. 부분의 로그램의 내용은 ‘북한은 

남한과 다르다. 그러나 같은 을 발견하고 극 화시켜서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자’라는 

피상 인 수 에서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실질 으로 구체화되기 

해서는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한 평화교육  근이 

요청된다. 이에 어깨동무 평화교육 로그램을 활용한 로그램이 매우 당하다고 보겠

다. <표-17>더불어 살아가기 참조 

107) 정용민(2001), “평화교육  근의 통일교육연구”, 석사학 논문, 한신 학교 교육 학

원,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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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로그램 1-더불어 살아가기 

로그램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로그램 1  <더불어 살아가기>

교육목  

1단계

1. 세상에 다양한 삶과 생활방식, 가치 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부

색이나 문화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2. 나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해 필요한 태도를 

배운다.

2단계

1. 북한의 문화․사회모습을 살펴보면서 북한에 한 이해를 돕는다. 

2. 실습지를 통해 통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상해 보고, 처방안을 

모색해 본다. 

3. 북한의 언어를 이해하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 하는 북한의 노력을 알 수 있

다.

교육내용

1단계 (3-4학년용)  

․활동 1: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모션으로 속담 알아맞추기) 

․활동 2: 시원하게 변명해 요! (노래로 편지 쓰기, 우리 반 우리아이들) 

․활동 3: 우리 함께 살아요. 

1단계 (5-6학년용)

․활동 1: 인종이 정말 다양하네요. (인종별 차이 과 공통 을 모둠별로 토의)

․활동 2: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 해요. 

        (살꽃 이야기와 검둥이 성 표를 모둠 별로 읽고, 그림으로 표 ) 

․활동 3: 활동들에 한 느낌 나 기, 노래발표 등.

2단계    ․활동 1: 북한 사회를 이해해요. 

         ․활동 2: 통일된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해 요. 

         ․활동 3: 북한의 언어를 배워요.

참조 책자: 

1. 일상의 평화: 와나, 가족․학교, 이웃․사회․언론, 생명존

2. 남북의 평화: 쟁과 평화, 북한사회․문화 이해하기 1･2, 해외동포이야기

3. 지구 의 평화: 지구 은 하나, 지구 의 언어, 지구 의 종교, 나눔  

4. 생태의 평화: 우리는 함께 살아요, 생태계 이야기, 생태계는 왜 아 까요? 

교육방법 집단 토의학습, 모둠 별 토의와 발표, 력학습, 퀴즈

기 효과 다양한 생각과 가치 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능력 고양

 ② 평화교육 단원을 설정하여 교육하기

교육과정에 평화교육 련 단원을 설정하여 지도하는 방법이다. 등학교 교육과

정을 통한 평화교육이 가장 효과 인 만큼 평화교육 단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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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성찰을 한 평화교육 단원

이 단원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는데서 출발하여 일상 속에서 경험하

는 편견과 차별 상을 이해하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장애우 차별문제, 외국

인 노동자 차별문제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이 무엇이 다르며, 이 다름을 존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데 얼마나 요한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나. 분단과 갈등구조 이해를 한 평화교육 단원에서는 분단의 아픔과 불편함을 

체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통일

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보는 내용을 심으로 남북한 사

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다. 남북한 상호이해를 한 평화교육 단원에서는 북한의 삶을 하면서 북한에 

한 친숙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잘 알아야 호감도 생기고 애착도 생긴다는 

에서 북한의 자연환경, 문화재, 어린이들의 생활, 민속놀이, 서로 쓰는 말씨의 비교, 

북한동화 읽기 등 다양한 근으로 북한의 삶을 조명하고, 이를 종합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평화  통합의 비 을 찾는 평화교육 단원에서는 생활 속의 실천이란 에 

을 두고, 남북이 하나 되어 북한어린이들을 만날 때 무엇을 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2) 심성을 키우기 한 내용-평화 사랑의 마음 갖기

 ① ‘만남’과 ‘소통’을 통한 평화교육 

‘만남’과 ‘소통’을 통한 평화교육 내용108)이 평화 사랑의 마음을 갖는데 매우 효과

이므로 이 내용이 삽입되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통일 과정은 남북 주민(민족)

이 만남의 과정이며, 통일은 곧 만남의 일상화이다. 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평

화교육  근의 통일교육은 ‘우리’(동질성)이면서도 이미 ‘남’(다양성)이 되어버린 

타자와의 만남이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우리’(정체성)의 평화  

탄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한 그런 만남은 우리이면서도 교류하지 못하며, 같이 

108) 상게서, pp.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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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도 소통하지 못하고, 깊고 두텁게 조장되고 배타 으로 타자화 되어 버린 우

리의 이웃, 민족을 되찾아내고, 만남으로써 ‘우리’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요한 방법이 된다. 

지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평화교육의 과제는 ‘낯선 사람들 - 우리이면서도 

남이 되어버린 우리 - 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하여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109)의 통을 세우는 것이다.

평화는 계의 산물이다. 평화는 그 자체의 모순이 지양되는 결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실 인 갈등과 립을 발 으로 승화시키는 역동 인 과정에서의 계 

발 이 바로 평화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도 교육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에서 평

화교육은 장에서의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의식의 실천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

러한 출발 에서 ‘만남’과 ‘소통’을 통한 평화교육이 재조명되어야 한다.

‘만남’과 ‘소통’을 통한 평화교육은 반드시 군가와의 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의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  차원에서 

지구  차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삶의 제 계를 스스로 해석하고 비 하며 극

으로 참여하면 평화  가치 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 으로 살아갈 수 있

는 만남과 소통의 평화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등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한 제도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마음의 통일을 이

루어, 진정한 사람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교육 쪽으로 심을 돌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높이를 맞추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사

이좋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표-18> 만남과 소통 그리고 공존 내

용 참조

109) 김용주 외 역(1997), ｢21세기 교육을 한 새로운 과 망｣, 유네스코한국 원회,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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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로그램 2-만남과 소통 그리고 공존

로그램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로그램 2  <만남과 소통 그리고 공존>

교육목  

1. 다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에 해  

2. 비폭력, 화해, 통일

3.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 , 용의 체험학습

4.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평화체험학습

교육내용

1. 내용 구성 :

1단계 :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과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익히는 과정

2단계 : 다름의 상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사회․문화․제도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 

시 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과정 

2. 특징 :

이 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에게 주요하게 훈련되는 은 다른 사람의 이야

기를 잘 듣는 태도이다. 

이 로그램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국제사회이해, 환경이라는 보편  

평화와 분단 상황을 고려한 특수한 평화개념이 그것이다. 보편  평화와 특수한 한국의 상

황을 담은 평화개념에는 다름과 차이,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을 두고 있다.

교육방법 집단 토의학습, 모둠 별 토의와 발표, 력학습, 퀴즈

기 효과
다양한 생각과 가치 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능력 

고양

 ② 생활 속의 습  만들기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무엇을 해 싸우는 지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것은 생활 속에 평화에 한 가치가 습 화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마스 홉

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한 투쟁’이 인간 공동체의 본질 인 속성은 아니므로 

서로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습 화 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게 

하는 것을 잘 가르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의 편견과 고정 념을 깨닫게 

함으로써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 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평화교육의 첫 출발 이다. 이와 더불어 일상의 평화, 즉 와 나, 가족, 학

교, 이웃, 사회, 언론, 생명 존 에까지 이를 수 있으면 최상일 것이다. <표-19>, <

표-20> 교실에서의 갈등 해결교육 참조



- 88 -

  (3) 평화 기술(갈등 해결 능력)

 ① 갈등 해결 방법

갈등 해결 방법에 한 내용이 등학교 평화교육내용으로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

다. 갈등해결이란 갈등을 객 ․구조 으로 분석하여 비폭력 으로 문제해결을 

제시할 능력을 말하며, 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훈련(assertiveness)과 동  문

제해결까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의사소통은 갈등해결에 있어 매우 요한 기술이다.

평화교육은 갈등분쟁을 방(prevention)한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난 후 이를 해

결하고 치유하는 것보다 갈등을 미리 방하고 피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보다 집

 활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이 요구된다. 빈 클 멘츠(Kevin Klements)는 “ 방

이 치료/치유보다 훨씬 효과 이다”라고 말했다. 방으로서의 평화교육의 내용에

는 분노감, 좌 , 공격성 등의 감정을 이기 등의 몇 가지 훈련이 포함된다. 

<표-19>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로그램 3-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로그램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로그램 3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교육목  
갈등으로 가득 찬 교실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할 때 평화교육 로그

램을 통하여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교육내용

1. 내용 구성 : 

(1) 동 :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 는 것을 배운다.

(2) 의사소통 : 학생들은 주의 깊게 찰하며 정확하게 의사를 달하고, 민

하게 듣는다.

(3) 용 :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존 하고 인정하며, 편견과 그것

이 어떻게 작동하는 가를 배운다.

(4) 정 인 감정 표  : 학생들은 느낌, 특히 분노와 좌 을 공격 이거나 

괴 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 하는 방법과 자기를 통제하는 기술을 배운다.

(5) 갈등해결 : 학생들은 갈등에 해서 조 이고 돌보는 공동체  맥락에서 

창의 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2. 특징 : 이 게 교사와 학생들이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이해하고 처해 나가

는 능력을 키우면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마음

도 키워진다. 

교육방법 집단 토의학습, 모둠 별 토의와 발표, 력학습

기 효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평화로운 교실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능력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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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내용이 평화교육내용에 삽입되어져야 한다. 평화를 강

조하는 통일교육 로그램은 학생들의 일상 인 삶과 목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

이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실 인 교실문제에서

부터 평화 으로 근해야 하고, 그러기 해 동학습과 체험학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평화부재의 실을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

활과 그 주변 문제로부터 근해야 한다.

그러기 해 심리  벽을 허물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더불어 사회  행 능

력을 제고시키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교육 원칙의 요한 요소

인 상호이해와 상호존 은 교실과 삶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 이기 때문이

다. 나아가 통일교육이 평화를 우선하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 내부

의 폭력  움직임을 잠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당국의 폭력 지향  통일정책

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평화교육과 갈등해소 로그

램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미국과 유럽을 심으로 한 평화교육의 흐름은 탈냉  이후에 나타나는 평화의 

문제, 즉 지역 , 민족 , 인종 , 종교 , 문화  갈등의 평화  건설  해소책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구조  요인을 이거나 제거하는 갈등해결 로그램에 

치 하고 있다.

갈등해결 로그램은 냉 이후의 무력분쟁과 갈등의 양상이 종족․종교 인 것으

로 변화되고 거기서 정치․경제  이해 계 뿐 아니라 가치 , 의식구조, 습, 문

화 인 차이가 과거의 잠재 , 물리 , 구조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  폭력까지 유

발하는 상황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학교 갈등해결 로그램은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사회의 심각한 폭력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학교, 특히 교실에

서 분출되는 갈등을 평화 이고 건설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 갈등해결 

로그램의 목 이다. 갈등을 창조 이고 건설 인 것으로 만들기 해 학생들은 

의사소통, 분노 조 , 편견과 감 이기, 갈등분석, 동, 재, 상 등의 기술

들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아존 감 향상, 타인에 한 인정과 용을 한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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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학교 갈등해결 로그램은 한 ‘ 래 재’(Peer Mediation) 

로그램110)을 통해 보다 극 으로 확 되고 있다.

기의 학교에서의 ‘갈등해결’ 로그램의 목표는 문제해결 략과 의사결정기법을 

더 잘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생활상의 기술들로서, 그 기술들이란 개인

간의 계를 증진시키고, 학교 안에서 학습에 보다 동 인 분 기를 형성하기 

해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며,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이해를 더 잘 하며, 덜 두

려워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기 한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그램

들은 교직원과 부모들이 조하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도움을 주므로 학교 체에도 이익이 된다.

<표-20>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로그램 4-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로

그램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로그램 4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교육

목  

갈등으로 가득 찬 교실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할 때 평화교육 로그

램을 통하여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교육

내용

1. 내용 구성 : 

(1) 문화이해지를 용한 북한이해 교육: 남북한의 서로 다른 생활문화를 이해

하고 존 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문화학습지 형태로 교육, 토론한다.

(2) 북한 청소년과의 만남 : 북한 사진, 상, 만화 보기

-북한에 한 막연한 이질감 해소, 함께 살수 있다는 자신감 확보

(3) 평화, 화해 체험활동: 평화체험 놀이, 통일노래 부르기, 통일걸개 만들기

-상 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실천  체험활동을 통해 남북화해시 의 진정한 의미를 교육

한다.

(4) 공동체 의식 함양 : 도미노게임▪물놀이-모둠 활동을 통한 타인 배려와 력을 배운

다.

(5) 아동들의 주도  참여활동: 홈페이지 제작  운

2. 특징 :

교육

방법 
집단 토의학습, 모둠 별 토의와 발표, 력학습, 퀴즈

기

효과

다양한 생각과 가치 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

화능력 고양

110) 강 진(1999), “ 래 재인으로 왕따 없앤다”, ｢신동아｣ 3월호,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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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로그램 5- 평화 만들기

로그램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로그램 5  <평화 만들기>

교육목  

등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평화  가치지향성을 기 로 평화  감수성을 

기르고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111) 따라서 자

아존 과 타인존 , 차이와 다름의 존 , 공감과 나눔을 배우면서 더불어 살아

가는 평화  인간을 기르도록 한다.

교육내용

․ 내용 구성 : 

‘평화 만들기’ 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는,

-생활 속의 갈등(왜 다툴까요? -교실 안, 교실 밖에서 느끼는 자신과 주변의 

갈등 경험을 알아보고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기)

- 쟁․분쟁이 주는 아픔(한국 쟁이  아픔-한국 쟁이 우리에게  아픔

을 생각해 보면서 분쟁 지역의 래 아이들이 겪는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고 갈

등의 평화  해결이 소 함을 깨닫기)

-난민 어린이의 슬픔(세계 분쟁 지역과 분쟁과 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지역에서의 아동들이 겪는 아픔들을 함께 느껴보기)

-평화 만들기(세계평화를 해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 내용을 조사하고 학

에서 용할 수 있는 구체 인 실천 방안들을 생각해 본다.)

교육방법  집단 토의학습, 조사학습, 모둠 별 토의와 발표, 력학습

기 효과
자아존 과 타인존 , 차이와 다름의 존 , 공감과 나눔을 배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  인간을 기른다.

 3) 실천  체험학습

실천  체험학습을 통하여 평화교육의 제 범주 에 세 번째인 평화 기술, 즉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 평생학습활동, 평화, 화해 

체험 활동,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 , 용의 체험학습, 평화형성을 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3), 「세계시민을 한 국제이해교육: ․

등 교육과정」, 사람생각.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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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의 각종 로그램의 활용

평화의 본질은 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포 인 의미에서는 

행복한 삶의 향유에 있다. 따라서 평화와 번 은 같이 간다.112) 이러한 평화개념이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 구상에 함의되어 있다. 각종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평화

사랑 운동을 펼치는 것은 요하다. 평화 캠페인, 4․3 유 지 순례, 북한동포 돕기, 

오름 기행, 환경체험과 같은 것은 평화사랑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113) 

언론 방송의 역할도 매우 요한데 평화사랑 캠페인과 평화사랑 시리즈물을 기획하

여 방송하는 것은 교육과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여러 가지 방

안 에도 평화교육 로그램의 운 이 가장 효과 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에 

한 사랑의 마음 갖기, 통일교육,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평화교육의 실천  체험학습 로그램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면 매우 효율 일 것이

다. 여기에 덧붙여 평화사랑의 체험학습장을  마련하는 것도 시 하다. 이미 제주에

서는 4․3 평화공원이 조성 에 있다. ‘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화해는 물론 동북아

의 평화, 세계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

다.

이 밖에도 역할극, 모의회의, 평화시 , 포럼, 자유토론, 노래창작, 포스터 제작, 

평화의 나무 만들기, 명상 등의 여러 가지 로그램을 학교 수업에 직  용하여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한다면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평화 기술, 즉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것은 멀고도 험한 여정일수도 있으나 

제주도 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으

로써 평화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112) 고성 (2001), “남북정상회담 이후 외환경과 제2기 제주 ‘평화의 섬’ 추진과제”, ｢동아

시아 연구논총｣, 제주 학교 동아시아연구소, p.4.

113) 상게서,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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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생학습활동

평화교육은 모두를 평화  식자화 하는 종합 인 평생학습활동이다.114) 학교 교

육, 지역사회, 미디어, 각종 매체 등에서 모두 평화의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 평화교육은 기존의 교과 심, 교사 심, 교실활동 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인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에게 교과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 교사 

재량에 따라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학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반평화 이고 

폭력 인 학교와 사회분 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평화를 경험시켜  것

인지, 축 된 경험이나 참고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여 평생학습활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화교육이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학교와 사회분 기 형성이 매우 요하다. 그리고 

그 상황에 합한 평화교육방법은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창출될 수 있

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학생들의 일상 인 삶과 목되어야 그 효과를 기 할 수 있

다.115) 이는 앞의 ‘평화의 섬 제주’에서도 언 한 바 있다. 평화교육에서는 ‘ 문가’가 

따로 없다. 평화교육에서는 가르치는 사람 모두가 그 로 ‘ 문가’이어야 한다. 평화교

육은 학문  심의 상이 될 수 없으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의 삶이 실려

야 하는 그런 교육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 , 사회  삶의 내용은 나 이외의 그 어느 

구도 신해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미래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

는 최고 ‘ 문가’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116)

평화교육을 실천할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안을 짜며 교육이론

가나 문가들은 이 교육과정에 비 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고병

헌 교수는 말했다. 따라서 평화교육에 한 심을 다시  불러일으켜 어떻게 평화

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평생학습활동으로서의 평화교육

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114) 강순원(2003), 게서, p.139.

115) 고병헌(2003), 게서, p.152.

116) 상게서,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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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화, 화해 체험 활동 

등학교에서는 상 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실천  체험활동을 통해 남북화해 시

의 진정한 의미를 평화교육 내용에 담아 교육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통일에 앞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결하고 있는 상태에

서 평화 없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우

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의 실 인 토 를 만들기 해서 평화

정착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북 간에  계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 하여 

공존상태에 이르면, 그 단계에서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

이며, 궁극 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재의 남북 계 상

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연합을 이룬다는 것도 당장 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능  하는 평화정착이 무엇보다 시 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

야 할 것은 평화정착 노력이 단지 남북 간의 쟁을 막는 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

며, 남북한 모두에게 번 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

다. 남북한 모두가 잘 살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험학습 내용으로는, 

① 가상 생활문화 체험학습

북한의 같은 래 학생들의 일상 인 생활문화를 알 수 있는 읽기 자료나 일기, 

체험담(가정생활, 학교생활, 방과 후 생활, 소년단활동, 놀이문화)등을 제시하고 학생

들로 하여  우리의 실과 련,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하면서 토의하도록 한다.

②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

언론 기 이나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북한 어린이 돕기에 극 으로 참여하고 

참여한 소감을 어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이다.117)  알뜰 시장을 열거나 통일

모 함을 만들거나 용돈을 약하여 성 이나 물품을 마련하여 유 기 에 달하

117) 김병택(2002), 게서,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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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은 통일분담 에 한 합리 인 생각을 어려서부터 인식시켜  수 있다. 체

험학습을 해 기아체험을 하거나 북한음식을 먹는 행사에 참여하면 더 유익하다.

③ 통일학교

방학 에 학생을 상으로 하는 통일학교에 참가하여 캠  생활을 통해 통일학교 

로그램에 따라 견학, 등산, 발표회, 촛불 행사, 모닥불 놀이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

생들의 통일의식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청소년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실시하는 

통일 련 단체 수련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④ 문화 술․스포츠 람

남북한 스포츠 교류 때 단일 이 경기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응원하면

서 느낀 생각들을 기록하고 발표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남북한의 문화 술 등 

공연들을 직  람하고 체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제주도민의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은 그 자체로서 민족과 평화에 한 

사랑의 마인드를 키워주는 매우 훌륭한 체험  교육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⑤ 평화형성을 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자신의 의사를 상 방과 주변에 달하는 방법 등 평화형성을 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한 내용이어야 한다. 국내 민간단체의 평화교육 로그램

들에서 나타나는 평화능력의 기술은 등학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 교육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명상 자기성찰 

 ▴문제와 갈등의 비 의식 

 ▴자율 이고, 자발 인 참여 

 ▴갈등해결을 한 기술 습득 

 ▴비폭력  의사소통을 한 훈련 

 ▴문제해결을 한 창조력 계발 

 ▴ 동과 공동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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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이야기 경청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향상은 곧 

 ▴비폭력성 

 ▴자아존  

 ▴타인과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 하기 

 ▴타인을 존 하고 신뢰하기 

 ▴타인의 문제에 공감하기 

 ▴열린 사고 

 ▴나눔 

 ▴공존의 삶 

 ▴연  

 ▴평등 등의 가치지향성을 기 로 하고 있다.

이 게 재의 문제를 창조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평

화로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⑥ 통일 련 행사 참가

6월이면 거의 모든 등학교에서 통일 련 행사를 실시하는데 형식 인 행사에 

그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 지만 아동들의 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를 들어 통일 짓기 회   

퀴즈 회 참가, 4․3 공원  자유회  견학, 통일 말하기 회에 흥미를 갖고 극 

참가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⑦ 인터넷 활용 교육

아동들에게 북한  통일 그리고 평화에 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고 직  

인터넷 의 무궁무진한 바다를 항해하게 하여 그 속에서 토론할 만한 이슈를 찾아내

어 일정한 형태를 갖춘 토론 수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118)

118) 한 옥(2003), “ 등학교 통일교육의 역동  교수․학습 사례 연구”, 석사학 논문, 제주

학교 교육 학원,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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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 , 용의 체험학습

통일문제를 자신과 계없는 일로 인식하려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진경 교수의 ｢문화이해지｣119) 가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 , 용의 체험학습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남북한이 분단을 극복하고 심리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그에 한 비가 필요하다.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 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가치 과 생활양식에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도처에서 긴장과 갈등

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오해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비하는 평

화교육의 목표는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나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

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함께 추구해야할 일을 모색해야 한

다.

어떤 문화에서는 하고 바람직한 행동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부 하고 무식

하고 무례하며 틀린 행동으로 보이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는 문화 간 훈련의 표 인 방법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

들이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 방을 이해하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을 다양하게 설정해 놓고 각각의 상황마다 상 방의 행동의 이유를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문화  배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 방

에 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것이다.

문화이해지를 활용120)하는 북한이해 교육에는 통일교육의 심을 이념과 정치, 

경제, 군사체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  화합을 통한 사회통합의 망도 제시되

어야 한다. 심리  화합의 시도는 다양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아

는 용의 태도와 다른 가치와 새로운 가치에 한 개방성을 견지하는 융통성 있는 

사고능력을 배양하게 해 다. 이러한 열린 태도와 수용 인 사고능력은 연습과 훈

련에 의해 키울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능력 는 기술 에서 

119) 정진경(1999), ｢남북한간 문화이해지의 제작｣, 연세 학교 통일연구원, pp.176-184.

120) 정진경 외(2003),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남북한 문화이해지｣, 우리교육,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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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언 되는 것이 문화  감수성이다. 

북한이해교육은 북한 사회에 한 객 인 이해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문화이해

지를 통한 구체 인 삶의 장에 한 근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인간사회가 공통으

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한 한 이해와 다른 사람들과 인간애를 나 다는 의미로

서의 공감의 자세를 길러야 한다. 문화이해지를 용하는 과정에서 ‘다름’에 한 

용의 정신과 태도를 아울러 교육하고 그러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 99 -

Ⅴ. 결론 

최근 북핵 문제, 미․이 쟁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의 4․3 문제, 북핵

문제 등 시  상황이 통일과 평화에 한 내외  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러한 시  상황과 련하여 세계화․정보화, 그리고 남북화해․ 력시 라는 새

로운 통일환경에 걸맞는 학교 통일교육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시도되었다. 통일교육의 보완 방안으로서의 통일교육에의 평화교육  근

을 모색하는 데 목 을 두고,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인 평화번 정책의 배경과 실천

과제를 조사하 고, 행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을 검토해 으로써 평

화정책에 걸맞는 통일교육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의 장

과 단 을 찾아, 그 문제 을 보완하여 등학교 평화교육에 극 도입해서 활용

하고자 하 다. 

기존 평화교육 사례를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교과활동을 통한 근 방법, 특별활

동․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근 방법, 그리고 실천  체험학습으로서의 평화교육 

등 세 부문으로 나 어 평화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 평화번 정책에 

따른 통일정책은 분단 상의 이해뿐만 아니라 해결방법까지 극 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해 평화교육으로의 지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등학교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보다 역동 인 

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근이 시도될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교육  실효를 거

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등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평화교육 로그램을 살

펴보니 부분 지식 심의 내용이기보다는 가치  교육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즉, 다름과 차이의 이해, 다양성의 인정, 차별과 배제가 아닌 공존의 삶, 신뢰와 

존 , 상호이해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를 배우고 훈련하는 로그램에 을 두

고 있었다. 한 평화교육이 가치 심의 교육이니 만큼, 교육방식에 있어서 체험학

습이나, 실천하는 로그램, 즉 생활 문화 심 인 근을 많이 시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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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이 있다.

첫째, 교과과정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구체 으로 

개발된 로그램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둘째, 교육내용에 있어서 평화개념의 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셋째, 교사 심의 모임이 보다 활성화되어 민간단체와 학교교육과의 연계, 그리고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가는 것이 요하다

는 이다.

통일교육과 련된 등학교 교육 활동의 제반 문제는 부분 교육과정에 기인한

다. 이는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실시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등학교의 통일교육 활동 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을 해소하고 

합리 이며 체계 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해서는 교육과정에 통일교육과 련된 

평화교육 내용을 반 시켜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재량시간  도덕 교과 시수를 

조정을 통한 항구 인 통일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래야 

등학교 통일교육이 보다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궁극  목 은 인간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함이다. 이는 단순히 체제나 

제도의 일치를 넘어선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함을 뜻한

다. 단순히 두 국가 사이의 체제와 제도의 ‘통일’ 이 아닌 인간 사이의 ‘평화’에  역

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 에, 가뜩이나 학생

들이 통일이나 민족문제에 별다른 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실에서 통일교

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우리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교사들도 통일문제

에 있어서는 ‘통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를 내두르며 잽싸게 기피하는 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주의  자기 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꼭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목 에 두지 않고서라도 용기 있게 화해할  아는 평화의 정신을 

심어주기 한 통일 교육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법은 

과거의 반공교육식의 일방  주입식 교육으로는 더 이상 그 성과를 기 하기 어렵

다. 통일교육은 등학교 학생들에게  다른 세상과의 만남과 이해, 용과 평화

로운 공존의 가치를 체득하게 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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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단순한 지식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까닭에 통일교육

의 방법이 단순히 교수․학습의 기술 인 면에서 모색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통일교육이 남북 간의 정치  문제나 민족  문제의 차원에서만 교육내용이 구성

되고 논의된다면, 실질 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주체 문제, 그리고 그들의 

계성의 문제는 간과되기 쉬워진다. 통일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며 나아가서 지구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통합  과 근을 통하여 인식의 지평을 확 하

는 로그램 구성과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의 통일은 단순한 분단의 극복이 아니라, 인간 심의 입장에서 분단의 나쁜 

을 극복하는 통일이어야 하므로, 남북의 화해와 력, 평화 번 의 시 에 걸맞게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근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 이를 해 무엇보

다도 인간 심의 평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게 인간 심의, 평화에 

역 을 둔 교육을 해 나가기 해 기존의 지식 주의 통일교육의 틀을 확 하여 

갈등해소 로그램, 상호이해교육, 공존훈련 등의 평화교육  방법들을 극 수용해

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공존체제를 모색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일상생활 속의 평

화’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군사주의와 고도성장을 한 경쟁체제 속에서 잃

어버린 평화와 이웃사랑, 겨 사랑에 한 감수성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즉, 통일

의 정치  해결 이 에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일상  삶을 

통하여 통일을 염두에 두고 ‘상호존 ’과 ‘평화사랑’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는 말이다.

평화능력 향상은 곧 통일능력 향상과 다를 바 없다. 통일능력을 형성하는 교육

은 북한과의 다름에 한 인정과 존 을 기반으로 한 공존능력, 용과 화해능력, 

문제에 한 감수성과 비 의식, 비폭력  갈등처리 능력, 민주 이고 상호소통

인 화능력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세는 각 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타

인과의 계 안에서 형성되고 실천되면서, 남북한 계를 포함한 모든 역에서 

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지식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치와 기

술, 태도에서의 통일능력 향상을 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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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과 폭력의 문화를 극복하고 평화의 문화를 발 시키기 해서 평화교육은 반

드시 필요하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발 의 심에 있고, 보다 인간 이고 평화 인 

세계 건설을 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평화의 실 은 정치  행 를 통하여 직

 달성되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 으로 평화는 평화교육을 통해서 일상화된다. 따

라서 평화교육은 평화문화가 실 되어야 비로소 그 목 을 제 로 달성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의 우리 사회와 학교의 환경에서 변  성격의 평화교

육  통일교육 실천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개척자 인 열정이나 평화와 통일 

실 에 한 지역사회의 굳건한 의지 없이는 달성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평화와 화해를 한 통일교육에 시민의 지원과 조가 실히 필요한 때이

다. 평화란 단순히 조화롭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에 한 정

의로운 비 의식과 주체 인 참여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정의 의식을 어린이들의 학습능력에 맞게 계발해야 

한다. 여기에 교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조에 의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 체험활동 공간과 학습공간이 마련되고 다양한 통일 교육 학습 자

료가 개발되어 학교 안 에서 평화와 화해를 한 통일교육이 활발히 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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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ace and Prosperity Policy and the Reunific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 Peace Education Approach in Reunification Education -

Lee, Chang-Hwa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Go, Seong-jun

The terror on Sep. 11th 2001 in U.S.A. restores the concern about the peace. 

Without peace, as we have seen North Korea's nuclear conflict, the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may be very difficult. The reunification policy of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stresses more on peace than on reunification.

Under the circumstance, this paper is to study the method of reunification 

education. I think that the  peace education approach should be used in today's 

reunification education. To prove this point of view, I study some practical 

problems in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and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reunification education in the 7th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In addition, having respect to the curriculum and the level of development of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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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and case studies, I suggest some practical ideas of education 

as an approach of peace education. That is to say, basic direction (aims and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peace education as reunification 

education. Pea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have to stress recognitive 

approach as well as affective approach to develop the will to practic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peace education should integrate texts, specific activities, 

students' their own discretionary activities, practices and experiences.

In conclusion, Reunific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in the future 

depends on multiple approaches including development of more activ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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