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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깨동무의 평화교육 심포지엄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어린이어깨동무 일행이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Colin Craig 

선생님과 Yvonne Naylor 선생님을 다시 뵙고 말씀을 듣게 되어 참 기쁩니다. 아일랜드의 경험을 

우리와 나누고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아일랜드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을 서로 돌아보면서 평화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찾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오신 두 분 선생님과 강순원 교수님께서 

이 여정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의 

연구 성과 일부를 공유할 수 있게 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최관의 선생님과 양은석 선생님께서  

각각 피구 놀이에서 배우는 평화와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콘텐츠에 관하여 소중한 사례를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연구에 애써주신 평화교육센터 정영철 소장님과 모든 연구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일굴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지혜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와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Saint-Exupery)는 교육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주어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지시하지 

말라. 대신 사람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일으켜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평화교육을 통하여 평화를 향한 동경과 의지를 일으켜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열망과 의지를 

통하여 우리는 부질없이 완성된 유토피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과 희망이 살아 있고 

꿈틀거리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아일랜드와 한국이 함께 평화를 

향한 의지와 열망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심포지엄을 준비한 사무국 식구들과 김동진 교수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진행해 주실 구연상, 박종호 선생님과 오늘의 이야기들을 잘 모아주실 이우영, 

정진화, 윤철기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이 기 범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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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13:00 등록

개회

14:00

개회사 

이기범(숙명여대 교수·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세션1

14:10 ~ 16:00 

사 회  구연상(숙명여대 교수)

초청  강연   폭풍 이후의 잔잔함 : 분쟁 이후 평화구축의 과제   

- 콜린 크랙(코리밀라 대표) 

발 표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강순원(한신대 교수)  

이 야 기   사회 | 김동진(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평화학 대학원 겸임교수)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16:00 ~16:20 휴식

세션2

16:20 ~ 17:50

사 회  박종호(서울신도림고 교사)

발 표   평화교육과 좋은 관계 맺기 : 인형극을 활용한 사례 연구 

- 이본 네일러(퍼펫 우먼 대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 양은석(서울수송초 교사)  

피구 놀이에서 배우는 평화 

- 최관의(서울세명초 교사)

이 야 기   정진화(서울강신중 교사) 

윤철기(서울교대 교수)

프로그램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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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ogramme

13:00 Registration

Opening

14:00 ~ 14:10

Opening Remark  

Prof. Gi-Beom Lee, Chairman of the Board, Okedongmu Children in Korea 

Session1 

14:10 ~ 16:00 

Chair: Prof. Yun-sang Gu,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esenter:  Mr. Colin Craig, Corrymeela 

-  The calm after the storm: The challenge of post-conflict 

peacebuilding

Presenter:  Prof. Soon-Won Kang, Hanshin University 

-  What can we learn from peace education in Northern 

Ireland?

Chair: Dr. Dong-Jin Kim, Trinity College Dublin

Panel discussion:  Prof. Woo-Young Le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of. Young-Cheol Chung, Sogang University

16:00 ~16:20 Break    

Session2

16:20 ~ 17:50

Chair: Mr. Jong-Ho Park, Teacher, Sindorim High School

Presenters:  Ms. Yvonne Naylor, Puppet Woman 

-  Peace Education and Good Relations Practice-Some     

Case Studies employing Puppets

Presenters:  Mr. Eun-Seok Yang, Teacher, Susong Primary School  

- Developing contents for peace education  

Mr. Kwan-Ui Choi, Semyung Primary School  

- Dodgeball for peace education

Panel discussion:  Ms. Jinhwa Chung, Kangshin Middle School 

Prof. Chul-Kee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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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We can not solve our problems 

we used to create them.”

Changing TIDES 
The calm after the storm was only the beginning 

Colin Craig 
 

Former Executive Director  
Corrymeela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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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elling demand for civil rights begins in the mid 1960’s


through the later period of the 60’s


violence through the late 60’s and especially through to the 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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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Why? 

•
•
•
•

•
•
•

•
•
•

•
•
•
•




“other” the Centre ground lost 


off on “Barely tolerated co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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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uild the individual & 
organizational leadership 

capacity out in the community 
to lead and embed 

reconciliation work across N.I. 

“Build system capacity” 

Purpose 

•

•

•

•

•

•

•

•

•

T 

S I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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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p is not the territory” 

- Alfred Korzybski 

Strategy into  
Action 

“To walk beyond the certain”

 T ransformation 

  I nterdependence 

 D iversity 

 E quity 

 S ustainability 

Can Peace Education Make a Difference?

평화교육 심포지엄 _ 15



focussed on…


 ow hanging fruit….the easy stuff

 cosmetic change…it looks good but its only skin deep



 the fear of and resistance to change…in everyone 

Deeply rooted problems require  

                            deeply rooted solutions.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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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n Craig 
 

Thank you 
Questions? 

we need to….

• Inspire  
• Aspire 
• Conspire  
• Perspire 
• Respire or 
• EXPIRE 

• Envision 
• Enable  
• Enact 
• Entrust  
• Ensure 
• Engage  
 

Can Peace Education Make a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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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발생시킬 때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변화의 흐름(TIDES) 
폭풍 후의 고요는 시작에 불과했다 

콜린 크레이그 
 

코리밀라 공동체 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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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순조로워 보인다 

고요를 만든 역사 - 
휴전에서 ‘聖금요일 협정’까지 

 1960년대 중반, 시민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1960년대 후반, 다수(통합론자)는 거절과 억압으로 대응 

 이로 인해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이 북아일랜드에서 새로운 기반을  
갖게 되고, 1960년대 후반과 특히 1970년대에 폭력사태가 급증함 

 1994년, 주요 민병대 간 휴전이 이루어짐 

 폭력사태의 감소로 정치적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임 

 1997년 성(聖)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이 체결됨  

 존 흄(사회민주노동당, SDLP)과 데이비드 트림블(얼스터연합당, UUP)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이로 인해 마치 아일랜드가  진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임 

Can Peace Education Make a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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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왜? 

 전체적 시스템 
• 비전과 목적 

• 제도의 발생 

• 성공을 위한 실패 

• 학습과 재학습  

 외부적 변화 
• 자금(Funding) 

• 정치(Political) 

• 사회(Social) 

• 파트너십(Partnership) 

 평화건설자 
• 구조적 장애 

• 역량 

• 조직적 화합 

 두려움 
• 불확실한 미래 
• 대립되는 논쟁 
• 복잡성 

핵심 동인은 
무엇이었을까? 

타협의 문제 

 사람은 일반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임 

 ‘상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중도는 설 자리를 잃고 정치적 
극단에 자리를 내주게 됨 
[신페인당과 민주연방주의 
정당(DUP)] 

 교착 상태에서 ‘간신히 견딜 
만한 공존’에 동의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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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곳곳에서 화해 
활동을 이끌고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개인적/조직적 
리더십 역량을 강화 

“시스템 역량 구축” 

목적 

희망의 주인이 되다 
진정한 과제는 교육 

평화건설자의 새로운 가치 동원 

화해에 영향을 준 외부적 동인 

• 정치(Political) 

• 경제(Economic) 

• 사회(Social) 

• 기술(Technological) 

• 환경(Environmental) 

• 법(Legal) 

내부적 동인 

• 경제(Economic) 

• 단체(Team) 

• 지역사회(Community) 

T 

S I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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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 알프레드 코지프스키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다 

탐험 
“불확실한 세상으로 발을 내딛다” 

TIDES 가치 

 탈바꿈 (Transformation) 

 상호 의존성 (Interdependence) 

 다양성 (Diversity) 

 형평성 (Equit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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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구축과 변화 관리에 대한 
간략한 고찰 

우리들, 특히 자금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주목하는 부분 

 원인이 아닌 결과 

 낮은 곳에 열린 열매 - 쉬운 일 

 외면적인 변화 - 겉보기에는 좋지만 허울뿐임 

 그 다음 보조금을 좇으며 근시안적 자금조달계획에 의존 

 모두가 지닌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뚫고 나가는 일을 회피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깊이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Can Peace Education Make a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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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크레이그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급진적 중도가 되기 위해 해야할 일은…. 

• 고무(Inspire)  
• 열망(Aspire) 
• 공모(Conspire)  
• 노력(Perspire) 
• 휴식(Respire)  혹은 
• 끝맺음(EXPIRE) 
 

• 비전수립(Envision) 
• 현실화(Enable)  
• 입법화(Enact) 
• 위탁(Entrust)  
• 공고화(Ensure) 
• 참여(Engage)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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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크렉(Colin Craig) | 코리밀라(Corrymeela) 대표

콜린 크렉은 교육학을 전공하고, 지역 청소년 활동가로 시작해 코리밀라 대표에 이르기까지, 

지난 40여 년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화 활동가를 훈련시켜 온 북아일랜드 출신 평화 교육 활동가이다. 특히 2004년 그가 

개발한 ‘평화적 변화를 위한 대화’(Dialogue for Peaceful Change, DPC) 프로그램은 전세계에 

걸쳐 천 여명의 평화교육 활동가를 배출했다. 1996년에는 지역사회 사회정의와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영제국 훈장(MBE)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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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 갈등해결과 대화 이사장)

1. 머리말 

사실 분단의 장벽에 갇혀 사는 우리로서는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는 오늘도 긴장감이 높은 분쟁 지역으로 21세기 글로벌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극단주의적인 장벽 사회이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우리 

국적 자본은 북한에만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시달려온 우리 

민족적 관점에서 볼 때도 한반도 긴장은 국가 번영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다고 보인다. 특히 탈냉전 글로벌 상황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는 폐쇄적인 분단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의 20세기가 식민지적 고통과 가난, 전쟁, 분단, 급성장과 냉전적 대립 등으로 얼룩졌다면, 

우리의 21세기는 도전과 번영, 상호 화해, 평화 공존이 빛나는 시간으로 다가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장벽 치우기에 어른들이 하루라도 빨리 나서야 하고, 이것이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의 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반공 이념에 근거한 

통일교육은 정의로운 비폭력 공동체를 추구하는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평화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적대화 논리에 근거한 통일교육은 분단 구조의 극복을 힘의 논리로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북아평화라는 맥락에서도 역사적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한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통일이 당위적인 방향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러한 비폭력적 평화 지향성은 한국전쟁의 비참함을 겪은 기성세대들도 공감하는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힘에 의한 평화유지 체제로서의 분단 구조를 지향하는 통일교육보다는 한반도 

공존공영의 가능성을 찾는 상생의 평화교육에서 분단 극복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분단 극복 

교육의 과제이다. 

분단 사회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등의 이유로 서로 상이한 두 체제가 

폭력적으로 대치하는 체제를 말한다. 분단 체제는 각기 자기 진영의 장벽을 치고 상대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호배제적 정체성, 상반되는 신념체계 등을 근거로 내적 응집력을 만드는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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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구조로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회 체제의 안전망을 해친다. 이렇듯 사회 안전이나 평화에 

역기능적인 분단체제를 재생산하는 교육을 넘어서자는 것이 분단 사회의 평화교육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북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과 같이 분단 사회의 고난과 갈등 

후 사회에서의 평화 과정에 상응하는 평화교육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분단체제로 

인해 희생당한 역사적 고통에 대한 상호 이해, 용서와 화해를 지향하는 평화교육으로 이스라엘은 

공존교육을, 북아일랜드는 통합교육을, 사이프러스는 다문화교육을, 독일은 유럽통합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반아파르타이드 교육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에서는 평화 체제를 이루려는 비폭력적 과정과 절차를 가장 중시한다. 

물론 교육만으로 평화 체제를 이룰 수 없고 위의 국가들이 평화 체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분단 극복 교육의 실용적 성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있지만, 

그럼에도 나름의 작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볼 때 우리나라 통일 교육이 

분단 극복을 위한 비폭력적 평화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분단 국가의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한 평화교육이 나름의 한 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분단 극복 평화교육의 이론적 근거로 접촉 이론(contact theory), 함께 만남 이론(meeting 

together theory), 다문화 교육 이론(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탈식민주의 

이론(postcolonialism) 등 다양한 근거를 대고 있지만, 일차로 대부분의 분단국가들이 식민지 

해방 과정에서 분단되고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 구조가 심화한다는 의미에서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으로의 탈이념화 담론을 제기하는 경향이 일부 있고, 필자는 그 이론이 한국 분단의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보고 있다. 반면 북아일랜드나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등의 경우 만남의 부재가 상호 체제에 대한 무지를 낳고 이러한 무지는 상대 체제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스테레오 타입을 심화하기 때문에 접촉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배경이 

도출된다. 이것은 일면은 진실이나 다른 일면은 만남의 과정과 성격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에서 깊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이나 민주시민 혹은 세계시민 교육 담론은 양대 진영 간의 분단이 

오늘날 다문화적 담론이 전개되는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너무 단순한 이론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남북 간의 분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주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이질 집단과의 공존이 중요하다는 논리가 그것이고 

북아일랜드에서도 지역 간 경계 통합을 넘어선 공유 교육의 논거가 그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때로는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비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심층 논쟁을 통해 분단 극복 

교육 방향에 대한 정치적, 교육적 합의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본래 평화교육은 구조적 폭력에서 야기된 사회적 악에 대항하는 평화적 본성을 자극하고 도전 

역량을 길러주는 의식적인 교육과정이다. 평화교육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북아일랜드 및 구독일 등과 같은 분단 사회의 

평화교육은 분단 체제의 극복이라는 사회적 장벽 허물기가 핵심 테제로 부상된다. 분단 극복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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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평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접촉 이론이나 

다문화주의를 통해 밝혀진바, 분단으로 인한 체제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는 상호 간의 편견과 

무지를 심화시켜 비이성적인 폭력을 양산하며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길로 접어들게 한다. 따라서 

분단과 관련된 지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 공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적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평화교육 목표로 가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분단 극복 평화교육은 무엇보다 분단 

체제 아래에서 희생당한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상호 치유하는 회복적 정의를 이룩하는 

노력이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요구된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는 질문은 명확한 것이 될 

수 없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분단에 대한 깊이 있는 탈식민주의적 역사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부분 분단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한국의 DMZ, 북아일랜드의 peace wall, 

사이프러스의 green line 등 분단의 상징으로 그어진 장벽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모아가는 평화교육 과정이 요구된다. 셋째, 분단 극복 노력이 민족동질성에 기반한 

자문화 중심주의로 귀결되는 상황을 초월하는 세계시민 교육으로 방향 잡을 때, 국가 교육 과정을 

어떻게 재조정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분단 극복 평화교육은 학교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기반의 평화공동체를 조성하는 평생학습 과정이다. 특히 분단 사회가 겪은 엄청난 

폭력적 극단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비폭력, 반전 평화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의 주류 가치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논의의 방향은 이미 북아일랜드가 걸어온 평화교육 과정의 문제이자 부분적 성과로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북아일랜드 평화교육이 걸어온 길을 성찰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나라 분단 극복 평화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살피는, 양 국가 간의 비교 교육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북아일랜드 분단 과정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평화교육의 전개 

지구상의 분단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고 내전에 휘말리면서 오늘까지도 분단 체제로 살아가는 사회가 북아일랜드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서 36년을 지배당했지만, 아일랜드는 나라 전체가 300년 이상 영국 

식민지로 수탈당하는 긴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식민지 체제에서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항영 

진영이 영국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분열하면서 북아일랜드의 비극은 시작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의 책임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없이 연합 왕정의 분할 지배를 지속하려는 

영국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3.1운동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독립 자치정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승국에게는 민족자결원칙이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가 일부 영국식민지 국가들에게 영국 왕께 충성 서약을 하고 영연방 자치 

국가로 남게 한다는 안을 제시하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 문제를 놓고 밀약이 오갔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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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자치령에 아일랜드 북쪽 얼스터 지역 5개 카운티(오늘날의 북아일랜드)는 제외한다는 

영국-아일랜드 조약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공화파(republican)와 얼스터 지역은 영국의 일부로 

남는다는 연합파(unionist) 사이의 갈등은 결국 영국-아일랜드전쟁(Anglo-Irish War, 1919-

1921)으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독립을 목전에 둔 아일랜드가 왜 영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가 

하는 점이 궁금해지는데,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300여 년간의 식민지화가 낳은 민족차별 전략의 

끔찍한 투사이고 이후 북아일랜드의 비극을 알리는 전조였다. 

16세기 중엽, 헨리 8세의 영국성공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형 재편 전략에 따라 이후 영국 

왕들은 잉글리시와 스코티시들을 아일랜드로 이주시켜 식민사업 추진과 함께 반가톨릭·앵글리칸 

종교 확산에 경주하였다. 특히 스코티시 장로교도들이 주로 이주한 얼스터 지역에서 경작지 

소유권을 잉글리시와 스코티시로 제한한 불평등한 페날법(Penal Law)은 가톨릭에 근간한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얼스터 지역은 식민화 과정에서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지배계급 구조를 와해시키고 신교도 중심으로 물적 토대를 구축한 친영 연합주의자와 

아일랜드공화국의 완전 독립을 갈구하는 구교 기반의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로 분열되었다. 

3년간에 걸친 영국-아일랜드 전쟁에서 아일랜드공화군(Irish Republican Army, IRA)은 약 

2,5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채 격파되고, 종국적으로 영국-아일랜드 조약에 따라 얼스터 6개 

카운티는 북아일랜드로서 영국의 일부로 남고 남아일랜드 자유국가에는 자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쟁은 끝났다. 1949년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아일랜드공화국은 자유국가로 완전 독립하고, 

아일랜드공화국과 국경이 그어진 북아일랜드에서는 공화주의자와 연합주의자 민병대(para-

militaries) 간의 내전이 일상 삶을 위협하는 분쟁기(the Trouble, 1968-1998)로 이어진다. 

분단 이후 정치적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완전 독립의 상징인 ‘아일랜드공화국으로의 통일’을 

꿈꾸는 가톨릭·민족주의 진영은 1967년 북아일랜드시민권리연합회(NICRA)를 결성하였다. 

1968년 10월 5일 (런던) 데리에서 NICRA가 주관한 평화적 시민 집회에 대한 영국군의 

무력진압이 전 세계 뉴스로 폭로되면서 북아일랜드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분쟁지가 되었다. 

이후 연일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 경찰이 2,000여 명이 넘는 공화주의자를 구금하자 

데리에서 1972년 1월 30일 반구금(anti-internment)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 영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14명이 즉사한 Bloody Sunday 사건이 발생했다. 1972년 한 해에 영국 경찰과 군대를 

포함하여 양측 민병대 쪽에서 총 467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양쪽 진영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한 폭격이 연일 이어졌다. 이에 영국 대처 정부가 블라디 선데이 사건 이후 

구금된 공화주의자들을 특별관리(special category status)하여 범죄집단화하자 이에 항의하는 

옥중단식투쟁(hunger strike)이 1981년 3월 1일 시작되어 10월 3일까지 이어졌고, 일차 단식자 

10명이 사망하였다. 이 때 신펜당의 후보로 출마하여 옥중 당선된 보비 샌즈(Bobby Sands)가 

결국 사망하자 정치 투쟁의 출구를 대안 정당으로 모으려는 노력이 일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일랜드 민족주의정당인 신펜당의 입지를 넓혀주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실제로 신펜당은 

1998년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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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과 죽음, 아우성과 공포로 가득찼던 분쟁기 동안에 북아일랜드 내의 피해 규모를 보면 

사상자만 10만 명을 넘는다. 1968년부터 1998년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가 3,466명으로 

10세 미만 어린이가 37명이나 있고 여성도 321명에 달한다. 1969년 이래 2007년까지 영국군은 

총30만 명이 주둔했었으며 영국군도 505명이나 사망했고 30,000여 명이 부상당했다. 현재 

북아일랜드 인구가 180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10명 중 1명꼴로 피해를 당하고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뒤엉킨 혼란 속에서 양 민병대 진영 간의 전투와 

영국군에 의한 폭격은 지역사회를 피폐 시켜 “북아일랜드는 1921년 이래 하루하루가 전쟁 

중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최악의 분쟁기에 폭력은 응징을 낳고 응징은 또 다른 응징을 낳아 결국 폭력의 악순환을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를 놓고 북아일랜드 사회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낳는 폭력을 종식하자고 호소하며 폭력을 중지하고 평화와 화해로 

가는 지름길을 찾자는 평화동맹(peace rally), 같은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가 고민하며 만든 평화와 화해의 기독교공동체 코리밀라(Corrymeela), 정치적 차원의 평화 

협상 등은 고통스러운 북아일랜드 역사를 희망과 평화의 역사로 바꾸려는 노력들이다. 죽음의 

문화에 빠지게 하는 분단 구조를 박차고 살림의 문화를 향한 이러한 평화운동에 북아일랜드 

주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평화 과정이 진척되고 이와 함께 이를 안착시키려는 평화교육 운동이 

진행되면서 오늘날 북아일랜드는 외형적 입장에서는 폭력적 갈등은 사라졌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주변 국가와 가장 유사한 역사적 질곡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이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이웃 국가다. 일본이 식민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리를 놓고, 저수지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공장을 지은 소위 경제적 성과를 한국근대화의 틀을 조성한 것으로 미화하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듯, 영국도 북아일랜드의 식민 사업을 근대화의 축성으로 보고 계속 살 권리를 

이주 영국인들에게 부여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였다. 실제로 영국은 300여 년이 넘는 

식민지화 과정에서 자국으로부터 이주시킨 영국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식민 사업을 진척시켜 

북아일랜드 도시 기반을 다졌다. 벨파스트 시청에 가면 도시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아일랜드에서는 버려졌던 북쪽의 허허벌판이 영국 이주민들에 의해 어떻게 오늘의 

도시로 구축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것만 보면 북아일랜드 도시의 역사 만들기에 구교도측 

아일랜드인이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 위에서 영국계 신교도가 

다수인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inhabitants) 독립이 아닌 영국 일부로 남기로 결정한다는 주민투표가 식민지 종결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식민지화 자체가 불의이니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는 구교계 아일랜드 공화주의자 

입장과, 명백히 북아일랜드는 영국에서 이주해 온 우리 선조들에 의해 개발된 우리 영토이니 

여기서 계속 살 권리가 있다는 신교계 영국연합주의자 입장이 한 치 양보도 없이 대립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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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북아일랜드에 가면 영국이나 아일랜드보다 훨씬 더 많은 국기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자기 집에 내건 국기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소속감의 표현이다. 국기로 드러낸 거주지 간의 

단절로 인한 상호 무지는 사회적 폭력에 대한 적대화를 조장하기 쉽다. 자기 집단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상대방 짓이다. 예를 들어 벨파스트의 경우 동벨파스트는 주로 신교 

거주지이고, 서벨파스트는 구교도 지역이며, 남벨파스트는 혼합 지역이지만 중산층 지역으로 

신교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북벨파스트는 혼합이지만 가난한 지역이다. 이렇게 거주지 간의 단절은 

학교의 단절을 낳고 문화적, 사회경제적 이질감을 조성하여 북아일랜드에 살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코드를 사용하기에 조장된 폭력에 쉽게 굴복하게 된다. 따라서 적대자상에 의해 이미지화된 

폭력은 곧바로 응징을 낳고 이것은 또 보복을 낳게 되어 그 피해가 간혹 길가의 어린이나 쇼핑하던 

시민의 사망으로까지 가게 만들었다. 이렇듯 민간 피해가 커지면서 북아일랜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힘(폭력)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모두가 자책하며 폭력의 

악순환을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를 놓고 북아일랜드 사회는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모두가 분단 체제에 길들어져 군사적 대응에 휩싸여 있을 때 응보적 관점이 아닌 평화적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한 직접적 계기가 바로 1976년 Peace People의 움직임이었다. 1976년 8월 10일, 

동료 두 명이 무기 이송 중 영국 경찰에 적발되어 사살당하자 분노한 IRA 요원 레논이 차량을 

질주하여 앤 맥과이어 자녀 세 명을 치어 죽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 있던 시민 베티 

윌리엄스와 메어리드 코리건이 평화청원 릴레이를 주도하여 연일 35,000명이 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peace people)의 시위로 이어졌다. 신·구교 여성들이 시작하던 평화운동은 점차 지역사회 

시민들의 상호이해 교육 활동으로 이어져 평화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를 이루자는 재교육 

운동으로 이어져 나갔다. 1976년 노벨평화상이 이들에게 수여되었고 평화에 의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교육은 이후 시민사회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남·북 아일랜드 간의 갈등이 아닌 북아일랜드 내 지역사회 간 분리주의가 편견을 심화시키고, 

증오범죄를 낳으며, 일상에서의 갈등으로 비화하자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간 교류(cross-

community) 및 상호이해(mutual understanding)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특히 학교 간 분리가 

정치사회적 분리를 반영하고 있고 기저에 종교적 분파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조성되는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 장벽을 해체해야만 했다. 이것이 분단 극복을 위한 

북아일랜드 평화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시민사회로부터 부각되었다. 무엇보다 종교적 영향력이 

큰 북아일랜드 사회에서 종교적 분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 간 이해와 교류는 분명 장벽을 

철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었다. 1965년 벨파스트 퀸스 유니버시티(Belfast 

Queens University) 교목인 레이 데이비(Ray Davey)는 평화와 화해를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공동체인 코리밀라(Corrymeela)를 탄생시켰다, 코리밀라는 양극화된 북아일랜드 지역 

사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교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판하면서, 북아일랜드 

학교평화 교육인 상호이해 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EMU)을 확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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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였다. 만남을 통한 상호이해 교육은 북아일랜드의 문화적 정체성을 근간으로, 지역과 

학교가 함께, 북아일랜드의 문제를 글로벌 맥락에서 심도있게 이해하여 미래 전망을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주도한 상호이해 교육은 평화협정에서도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이루는 갈등해소 교육으로 인정받았다. 북아일랜드 교육부도 상호이해 교육을 범교과 주제로 

적극 반영할 것을 권장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1998년 평화협정을 이끌기까지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은 분단 극복을 위한 상호이해 교육에 주력했다면, 가시적 평화 체제가 

구축된 오늘날 평화교육은 상호이해 교육보다는 평등, 다양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결합한 시민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평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북아일랜드 평화교육에서는 

1980년대 시작한 통합교육(integrated education, IE)이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에서도 공인된 분단 극복 교육 실천의 대명사다. 그래서 1994년 휴전협정 이후 

북아일랜드 교육과학부가 주도하여 기존의 종파 학교를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진척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통합학교 운동은 위축된 채,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이른바 평화가 나름대로 진척된 

갈등 후 사회(post conflict society)에 이르렀다는 자평 하에서, 통합 대신 양 종파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서로의 자원과 인적 교류를 가능하도록 하는 공유교육(shared education)이 

부상되고 있다. 여기서 통합이냐 공유냐 하는 두 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듯 보이나 대체로 

통합학교로의 전환이나 신설은 이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고 보는 입장이 대세인 듯하다. 즉 분단 

극복이 꼭 유일한 한 체제로의 통합이냐 아니면 기존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상호 교류나 공존을 

통해 시너지를 더 활성화하도록 장점을 공유하는 것이냐 하는 논쟁은 비단 북아일랜드만의 고민은 

아니다. 대부분의 분단을 경험한 사회가 똑같이 고민하는 일반 문제인 것이다. 

북아일랜드 갈등과 분단은 종교적 이미지로 각색되어 있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영국의 

식민 지배와 이후 1921년 독립 과정에서 아일랜드공화국과 북아일랜드로 분단되는 과정에 

외형적 이미지로 기독교 내의 분단화 전략이 내재해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적 이미지에 

친아일랜드 대 친영 세력 간의 반목과 대립 및 폭력적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이 종교적 대립 

이미지를 근간으로 한 북아일랜드 갈등의 핵심은 영국 일부로 남느냐, 독립된 아일랜드공화국에 

합병되느냐, 아니면 북아일랜드 단독국가로 남느냐의 문제로, 1998년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 GFA)’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아일랜드 

종교 간 유혈 갈등의 일상화를 황익주 (2005)는 ‘일상 속의 종족성’이라 명명하며 북아일랜드의 

갈등은 종교 간의 갈등이자 ‘아일랜드인’ 정체성을 지키려는 민족주의자들 입장(가톨릭)과 영국 

시민으로 살고자 하는 입장(개신교)의 충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가톨릭 

측이나 다수인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힘(power)과 응집력을 상대에게 과시하기 위해 자주 

충돌하며,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력적 대치를 벌이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와 국기를 비롯한 다양한 상징물로 집단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거주지별로 분단화된 

삶의 구획화와 갈등의 일상성은 학교 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며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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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관습 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는 어떤 틀로 설명하든지 현상적으로 분단되어 있다. 영토적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개신교와 구교로 이념적 편차가 매개되면서 분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과 문화, 경제, 이념 등 모든 가치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분단된 사회임은 틀림없다. 

북아일랜드에서 교육은 이러한 분단 체제의 결과로서 분단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러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하는 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아일랜드의 학교 

교육은 종교와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다. 북아일랜드의 학교교육 제도는 신앙에 기초한 분리형 

학교제도(religiously separate education system)라고 설명되며, 대부분의 개신교와 가톨릭 

아이들이 종파 분리형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이 북아일랜드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사적, 정치사회경제학적으로 종교와 교육이 함께 그 역할을 공유하며 북아일랜드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어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갈등과 이로 인한 분단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 역시 기능적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 발달이라는 긍정적 역할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정치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은 교육을 통해 현재 사회 체제에서 

요구하는 관습과 문화를 답습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동시에 교육을 

통해 현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적극적 주체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이것이 

평화교육이다. 

3. 북아일랜드 교육 개혁에서의 분단 극복의 의미

영국에서 1,200km 떨어진 아일랜드는 현재 섬의 90%를 점유하는 남쪽의 아일랜드공화국과 

작은 북동쪽의 영국 북아일랜드로 구성된다. 인구는 아일랜드 전체의 30%이나 영국 총인구의 

3%에 불과하다. 현재 패스포트 소지 비율을 보면 59.1%가 영국이다. 국가 소속 입장에서 보면 

분명 심각한 국가 분단의 상황이나 영국이나 아일랜드를 오가는 데 따른 제약은 전혀 없다. 현재는 

벽화 형태로 남아있는 심각한 갈등의 이미지 상황을 빼놓고는 일상에서의 갈등은 눈에 띄지 않으나 

국기게양일 수를 둘러싼 갈등이나 7월 12일의 오렌지마치 등조차도 갈등의 표출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2016년 Brexit의 결정이 큰 파장을 미치리라고 예견은 하지만 국적 소지 비율을 비롯하여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아일랜드의 분단과 

갈등의 문제는 문화, 가치, 교육, 그리고 역사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즉, 자신의 역사적 뿌리를 

어디로 볼 것이냐라는 기본 시민성(citizenship)의 문제이며 동시에 어떠한 믿음(faith) 생활이 

그것을 뒷받침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문화와 관습에 맞추어 길러지고 

사회화되는 지가 북아일랜드 갈등의 핵심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학교 교육 형태, 

방식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북아일랜드의 학교 교육은 각 집단 문화에 

걸맞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교에 따라 분리된 

학교생활로 설명된다. 북아일랜드 교육은 크게 두 종교 - 가톨릭과 개신교 - 에 기반한 두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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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다. 공립 교육 체제 (State-controlled school)는 주로 개신교 가정 아이들이 다니며, 영국 

시스템에서는 익숙한 그래머 스쿨(grammar school)에도 개신교 가정 아이들이 다닌다. 반면 

가톨릭 가정 아이들의 경우,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voluntary)에 다닌다. 실제 2005년 

기준 북아일랜드 정부 통계는 종교에 의한 교육 분단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등 학제가 

차별화되어 있어 인문계 학교인 그래머 스쿨의 경우, 그 주체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관계없이 

다수의 개신교 출신의 아이들과 소수의 가톨릭 출신 아이들이 다닌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학교를 둘러싼 계층 갈등이 북아일랜드 교육 분단화에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의 종교적 분절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 두 집단 사이의 갈등과 

모순의 문제라는 쟁점에 더해, 그 외의 다른 집단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 

인종이 다른 집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북아일랜드 교육의 분단화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포용(inclusion)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도전받고 있다. 

이같이 북아일랜드의 교육은 가장 근본적으로 두 종교 집단 사이의 분리가 그대로 반영된 사회적 

체계이자 개인 경험의 장(field)이다. 교육을 통해 두 집단 아이들의 서로 다름에 대한 비관용이 

학습화되었고, 반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등을 답습해 온 것이다. 아이들은 사회적 관습과 

역사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교육에 대해 선택해 볼 기회도 없이 각자 분리되어 교육을 받아왔고, 

이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분단화가 극복된다는 

것은 곧 사회의 분단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기폭제이자 시작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아일랜드의 통합교육 운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한계와 성과들이 갈등과 분단 사회에서 화해와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분단화를 넘어서자는 교육운동은 지역사회 간 단절이 낳은 학교 

간의 벽을 헐고 통합하자는 통합교육(integrated education) 운동을 낳았고 그 첫 번째 결실이 

1981년 라간 컬리지 Lagan College였다. 또한 분단된 지역사회 간 상호이해 교육을 통해 벽을 

허물자는(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EMU) 운동은 1980-90년대 북아일랜드의 공식 

지위를 얻은 평화교육의 대명사가 되었다(EMU became a statutory theme in schools through 

Northern Ireland). 하지만 유럽연합 이후 시민성 교육이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북아일랜드 

내의 새로운 시민적 아이덴티티 형성이 주된 이슈로 등장하면서 EMU대신 시민교육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여기서 어느 시민이냐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긴 하지만 국민(nation)에서 

시민(citizen)으로의 전환은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의 한 변인으로 작용하여왔다. 여기서 교육의 

분단화가 극복된다는 것은 곧 사회의 분단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기폭제이자 시작점이라 평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류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교육에서 평화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통합교육 운동은 그 의미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불쾌감을 노정하고 있다. 분단사회의 

폭력을 규범으로(violence as a norm)으로 간주하며 사회적 양극화(social polarization)가 

가져온 교육적 허구(educational falsehood)로 보는 비판적 정치경제적 관점도 다른 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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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있다. 이들은 북아일랜드 갈등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평화교육을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적 

평화개념(liberal peace as the panacea)을 순진한 접근으로 폄하하면서 민족주의, 경쟁, 경제 

등을 토대로 정부를 믿고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자는(peace by prosperity)는 사회운동적 

입장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비판적 관점에서 순진한 평화교육운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마저 실제 학교 교육의 대안은 통합학교밖에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며 대부분 자녀들을 

통합학교에 보내고 있다. 최근 심각하게 전개되는 통합학교냐 공유학교냐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분단 극복 평화교육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친다.   

4.  분단을 넘어선 통합교육, 상호이해교육(EMU), CRED, 공유교육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북아일랜드에서 교육의 분단화는 사회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아일랜드 학교는 모두 국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운영에는 

종파적 배경의 교회가 깊게 개입되어 있다. 북아일랜드 학교는 지역사회 분단의 상징이 되었고 

지역에서 아이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는 등 거주지 경계를 기준으로 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분단은 폭력적 대치가 일상화된 교육적 결과를 가져왔다. 서로에 대한 비관용은 교육을 

통해 학습화되었고, 상대 진영에 대한 반목과 불신 그리고 편견이 내면화되어 결국 그것이 사회적 

분단을 강화하는 교육적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1968년 이후 유혈사태가 사회적 해체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폭력적 대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교육적 대안은 그리 주목받고 있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지금껏 학습되어 

오던 상대편 지역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 다름에 대한 관용을 배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은 분쟁의 책임이 

없는데 왜 아이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서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끼리는 

친구가 못되며 왜 서로가 증오해야 하는지, 왜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 어린아이들끼리 고정화된 

편견에 갇혀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려서 극복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인식하에 가톨릭과 개신교 어린아이들이 서로 

따로따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함께 섞여 놀고 공부하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렇게 하여 사고 어린이들의 부모와 지역 학부모들이 강하게 결속하며 ‘모든 어린이를 함께 

교육하자는(All Children Together (ACT))’는 슬로건과 이름을 내건 학부모단체가 설립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통합교육(integrated education, IE)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교육 운동 혹은 통합학교 운동은 평화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함께 교육하고 

키우자’는 시민들의 희망과 변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통합학교는 부모들에 

의해 1981년 북아일랜드에서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통합학교는 1989년 충분한 수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임이 보일 때, 정부 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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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 Lagan College(라간 중등학교, 1981년 설립)로 처음 시작한 

통합학교는 2016년 기준 총 63개의 초, 중등 통합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수치는 북아일랜드 

학령기 아이들의 7%를 차지하는 총 22,509 명의 학생들이 통합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학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기존 개신교측 공립학교에서 통합학교로 바뀐 국가통제형 

통합학교 (Controlled integrated: CI)와 가톨릭계 사립학교처럼 정부교부금 지원을 받는 자율형 

통합학교(Grant maintained integrated: GMI)로 구분된다. CI든 GMI든 통합학교는 이제 모두 

국비를 학생 수에 근거해서 지원받고 있으며 모두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념적 

연수 지원을 받는다.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위원회 (Northern Ireland Council for Integrated 

Education: NICIE)는 신설학교 설립을 지원하거나 전환학교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관련 기금을 중심으로 교사연수 및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이념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개인의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이에 따라 다른 이들과 다른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개인을 교육하고자 한다. 통합교육은 아이들이 다문화 사회의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공통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분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아일랜드 통합교육 위원회, 

2006).” 

이렇듯, 북아일랜드 통합교육 위원회는 평등, 신앙 그리고 가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학부모 

참여를 통합학교의 주요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일상적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해 온 통합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평화, 

화해, 공존 등의 의미는 단연 주목할 만하며, 분단과 비관용에 따른 갈등과 폭력이 첨예한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또한 통합교육 운동 및 통합학교의 발전은 시민에게서 

시작하여 국가가 개입하게 된 사례로 현 사회의 갈등을 교육으로 해결하고 교육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운동으로 시민의 움직임이 국가적 제도에 영향을 미친 좋은 사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개혁 운동과 달리 기존 종파학교 체제를 혁신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 

1980년대부터 북아일랜드 교육부는 시민사회와 더불어 북아일랜드 문화적 동일정체성 위에서 

신구교 간의 상호이해 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프로그램을 기존 교육 

과정에 넣어 추진하였다. 상호이해 교육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이 주관하여 상호이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양 학교가 함께 민속박물관을 가거나 캠핑을 간다든지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종의 타 교파 학교와 친구 되기 프로그램 같은 성격으로 

진행했는데, 이것 역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10여 년에 걸친 이 프로그램은 통합교육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접촉이론과 함께 만남이론에 근거한 분단 극복 

평화교육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1990년대 비약적으로 성공했던 통합교육이 오히려 1998년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사회적 폭력이 

현저히 줄어들자 통합학교 성장세가 주춤하며 대부분의 통합학교가 신설보다는 전환통합학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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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격이 불분명해진 상태에서 폐교를 면하기 위한 술수로 비치는 경향이 있자 정부와 기존 

종파 학교가 주도하여 공유교육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2009년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여 2016년 

법제화한 공유교육(Shared Education)은 하나의 학교가 아닌 기존의 학교 간 차이 존중과 공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현실론으로 기존의 통합교육 이념을 견제하는 가운데 사회적 분단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비교적 손쉬운 교육 방안이 아니겠는가 라며 그 가능성을 타진한다. 

사실 분단과 갈등,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던 사회에 교육통합의 변화를 가져온 통합학교는 분단 

극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어느 정도 이뤄낸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북아일랜드의 교육제도를 들여다보면, 11세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등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인문계(grammar school)와 실업계 혹은 일반계(secondary, or modern 

school) 학교 간의 차별적 선발 과정은 분리학교의 복잡성을 더 부추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통합학교가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일상 생활을 함께하며 같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정의된 바 있듯이, 통합학교는 이러한 교육 제도상의 분리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들은 

능력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섞여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이념(all 

ability together)을 고수하는 종합학교적 특성도 지닌다. 그러다 보니 그래머 스쿨 위주의 진학이 

선호되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통합교육기관을 뒤처진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각색하는 경향도 있다. 동시에 통합교육은 중산층 이상 가정 아이들이 주를 차지하는 중산 계층의 

현상 (middle-class phenomenon)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통합교육/학교설립 운동이 발전해 감에 따라, ‘통합(integrated)’, 

‘혼합(mixed)’ 그리고 ‘공유(shared)’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다양한 문헌들이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데, ‘혼합’과 ‘공유’ 교육은 앞서 살펴본 통합교육/학교의 정의 (서로 다른 

배경의 아이들이 교육의 공간에서 일상 생활을 함께 하며 학습하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컨대 혼합학교는 분리학교(종단학교)이지만 상당수의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정의되며, 공유학교 역시 분리학교(종단학교)이지만 서로 다른 종단 학교들이 

협력하고 접촉하는 교육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교육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통합학교들의 제도들을 발전시켰다기보다 교육을 통합적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통합교육이 북아일랜드 모든 아이들에게 비현실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보다 

객관적인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보다 관계 형성에 있어 더 일관성 

있고 명확한 접근-공유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학생들과 부모들이 자신들의 

종교, 문화 그리고 철학적 신념 등에 있어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며 말하며, 학부모 선택 (parental 

choice)을 강조한다. 

하지만 공유교육이라는 개념에는 통합과 화해를 위한 ‘일상성’이 결여 되어 있으며, 자칫 겉으로 

보여주기식 교육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받는다. 그럴 경우, 통합교육이 추구했던 

가치들과 학부모와 학생, 교사 - 교육의 세 주체가 함께 이루어온 교육적 성과(예: 부정적 

고정관념의 감소)는 부정되고 이 성과가 공유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이어질지의 문제도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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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다. 실제로 공유교육은 분리교육을 종교와 문화의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정당화하며 각 

학교 사이의 협력과 접촉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공유’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약해 보인다. 따라서 위에 인용된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공유교육은 통합교육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한계에 대한 표면적 대응으로 보이며,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평가가 기반이 되는 

통합교육/학교 운동의 기본 정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교육부가 민간 재원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공유교육과는 달리 교육부는 지역교육청이 

2011년부터 21세기 북아일랜드 지역사회 평화구축을 위한 교육 방향으로 CRED(Community 

Relation, Equality and Diversity)를 필수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CRED는 공유교육과 달리 두 학교 이상이 파트너십을 맺거나 공유교육 캠퍼스 등 물리적 변화를 

주지 않고 청소년지도사들(youth worker)을 파견하여 교육과정 안에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교육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북아일랜드 교육부의 교육철학적 방향이지 학교제도 개혁을 

위한 어젠다는 아니다. 많은 비판자들은 1980년대 EMU와 같은 개념이라고 불만을 터트리지만, 

오늘날 단일 공유교육법안을 만들어 엄청난 재정 투자를 하면서 추진하는 공유교육이나 CRED는 

기존의 통합교육 지향적 평화교육에 큰 자극과 변화를 줄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장 학교에서는 통합학교로의 개혁은 너무나 큰 그림이어서 엄두를 못 내는 

경향이 있으나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EMU, 통합교육, 공유교육, CRED 등의 개념이 지역사회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의 프로그램이라 일단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다들 행복해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버스 지원이나 교육활동비 같은 재정적 지원이 주어짐에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졌다. 특히 교실 활동에의 공동 참여는 아이들을 아주 가깝게 만들고 

코리밀라에서의 숙박 체험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양쪽의 아이들을 아주 가깝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경우 두 학교 간의 프로그램으로 서클 타임을 자주 하는데 서로 

다른 교복을 입고 다 함께 둘러앉아 놀이하고 토론하고 돌아가며 자기 이야기를 하는 등 지역 

친구들끼리 교분을 쌓아가기도 한단다. 또한 드라마를 같이 제작하고 공연함으로써 학부모들도 

참여하게 하는데, 아이들이 연습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트게 되는 것도 

공유교육이 만든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북아일랜드 교원양성 과정 자체가 분리되어, 

어찌 보면 초등에서 대학교원 양성까지 종파 분리주의에 물든 채 성장해 온 교사/교장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한다. 공유교육에 참여하는 교장들만 해도 그렇게 분리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리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거북했던 것이 사실이었단다. 

그렇게 살다가 이러한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다른 진영의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제는 

자신도 그렇고 교사들 자신이 많이 편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공유교육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라며 학교 간 공유교육 프로그램에 교장뿐 아니라 교사들도 적극적이라고 

평가한다. 

이제는 교육청(일반학교)이나 NICIE(통합학교) 심지어 CCMS(가톨릭학교)도 양쪽의 교사들을 

연수시켜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장려하고 교수법을 소개하는 등 교사들에게 공유교육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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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통합교육이라는 제도적 일치 없이도 낮은 수준의 

교류와 접촉 그리고 상호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여기서는 평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나 

분단적 대치가 평화적으로 해소된 현 상황에서 공유교육은 나름의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이며 

EMU나 CRED 등을 비롯한 그동안의 평화교육 성과의 총합으로 비친다. 

5.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은 어디로?

오늘날 갈등 후 사회라고 명명되는 북아일랜드에 있어서 평화교육은 무엇인가? 평화교육은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그러한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지향한다. 무엇보다 학교 평화교육은 일상의 폭력성을 해결하기 위해 왜 그러한 폭력이 일어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교육 현장에서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분단사회라는 구조적 분단이 가져온 일상적 삶의 

분단화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는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노력이 모이지 않은 채 교육적 

통합 혹은 공유, 상호 이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북아일랜드 통합교육 운동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갈등사회(분단사회)의 평화교육과 분단 극복 후(포스트 갈등사회)의 

평화교육이 공통성이 있으면서도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잘 헤아려야 할 것 같다는 시사점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소위 갈등 후 사회(post-conflict society)로 명명되는 오늘날의 북아일랜드는 희망과 냉소,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주장과 이제 과거 역사는 잊고 내일로 나가자는 세력이 공존한다. 

그래서 서점가에 가면 여전히 한 편에 『Making Sense of Troubles』 등 21세기 글로벌 환경에서 

갈등의 뿌리가 어떻게 현재화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고, 

얼스터박물관에서도 3년 이상 일층 로비에 분쟁기(Troubles)를 연대기적으로 전시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종파주의적 학교와 정당 그리고 교회가 종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역사를 호도하고 있기에 해소되지 않은 갈등의 뿌리가 어떻게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어른들이 많다. 이것은 한국사회를 민주화 이후의 사회로 명명하면서 군부독재 타도나 

인권탄압 중지 혹은 절대 통일 등과 같은 담론에서 일상적 삶의 정의나 포용사회 실현 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논제와 유사하다. 사실 이 부분은 논의하는 수만큼 다양한 대안을 내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전보다 결속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이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 과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에서 북아일랜드 분단이 결정되었다는 점, 북아일랜드 내부 사회에 비민주적 정치 세력이 

폭력적 분단 구조에 편승하여 자리 잡았다는 점, 그럼에도 평화에 대한 목소리가 아래로부터 

줄기차게 나와 결국은 평화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앞에서 4가지 연구 문제로 제기한 논의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모아보도록 한다.

첫째는 분단 극복 평화교육에 대한 탈식민지적 관점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와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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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인근 국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를 당했고 해방되었으나, 전쟁에 패배해서 

패전국으로서 기득권을 승전국에 내놔야 했던 일본과는 달리, 아일랜드는 30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로 존재했다가 해방되는 과정에서 승전국 영국 여왕의 자비로 자치를 허용하는 수준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독립시키는 점진적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IRA 자체도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라도 자치와 독립을 하겠다는 세력으로 

나뉘는 비극을 겪었다. 더구나 가톨릭에 기반을 둔 아이리시 내셔널리스트와 개신교에 기반을 둔 

유니온이스트 간의 대립은 내전을 겪게 했고 주민투표 결과 영국의 일부로 남게 된 북아일랜드에서 

두 종파 간 분쟁은 비단 종교적 분열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단의 일상사를 

낳게 했다. 따라서 북아일랜드는 제3세계가 겪는 식민지-탈식민지의 일반 모형이 적용되지 않는 

독특한 분단 모형으로 영국 일부냐 아니면 아일랜드공화국으로 통일이냐를 둘러싼 서로 다른 

뿌리의 두 역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정치적 질문에 접해 있다. 식민지 그리고 이후 

분단화 과정에서 양 진영이 모두 자기 진영의 심볼로 한쪽은 스코티시 얼스터 문화를, 다른 진영은 

아이리시 갤틱 문화를 자기화한 측면이 있다고 파렐 교수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분단의 심볼로 

자리 잡은 양 진영문화symbolism를 극복하는 탈식민화 문화에 대한 논의가 특히 피해가 컸던 

동벨파스트(개신교거주지역)와 서벨파스트(가톨릭거주지역)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평화적 공존의 

문화 재구성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 

한국 역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세력이 자칫 분단고착세력의 이율배반적인 담론으로 

내세우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되어 기존의 의미에서 통일 교육은 분단 극복을 향한 

평화교육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부분 역시 한국사회가 식민지 종결과 더불어 왜 분단되고, 왜 

전쟁을 경험했고 이후 군부독재가 미국의 지원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서 반평화적, 반인권적 

통치를 해왔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교육이 평화교육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 이것이 

평화교육의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필요성이다. 누가 분단체제의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일차적 난제이다. 

둘째, 분단선에 대한 평화선으로의 의미 전환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 

분단 이후 남쪽의 아일랜드공화국과의 국경선이 그어져 오가는 과정에서 늘 검문소(check 

point)를 지나야 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유럽연합 가입과 평화협정 이후 검문소는 철폐되었고 

분단의 상징인 많은 건물이 EU의 지원으로 평화적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분쟁기 동안 직접적 

폭력을 피하게 하려고 건립된 많은 평화의 벽(peace wall)이 해체되거나 일부는 관광자원화되어 

분단의 심볼로 자리잡았다. BREXIT 이후 검문소가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이는 가운데 

북아일랜드 시민들은 그 누구도 과거의 폭력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의 영향이 직접 미치는 분단 극복 평화 정착 프로세스의 성과를 어떻게 국내 

평화구축 과정으로 안착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모든 분단국가의 과제이다.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평화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한반도를 둘러싼 공포스런 글로벌 환경으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휴전 상태다. 이러한 분단의 벽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Can Peace Education Make a Difference?

평화교육 심포지엄 _ 41



평화교육적 대안이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민족 동질성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전환이 평화교육에서 필요한가? 베르너 빈터 

슈타인의 세계시민교육은 평화교육이라는 주장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아일랜드나 

한국 모두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가 다 지긋지긋한 피의 역사를 

경험했다. 한국은 1953년 휴전협정의 결과 오늘날까지 불안정한 휴전 체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북아일랜드는 혹독한 희생의 대가로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인 벨파스트평화협정을 체결했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북아일랜드를 새롭게 만들자는 권력공유안(power sharing)이 타결되었고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아일랜드 패스포트나 영국 패스포트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모두가 유럽연합의 일부로서 이제는 과거의 암울한 적대자상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더 확대된 

새로운 유럽시민으로 다 함께 나아가자고 선언했다. 평화협정 정신에 따라 교육에서의 상호 

이해와 통합교육 원칙이 선언되었으나 종파적 이해에 기반한 정치권도 원하지 않고, 양측 교회는 

교육적 주도권을 내놓을 의지가 전혀 없고, 미디어 역시 양 종파주의적 이해에 따라 기반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평화적으로 나아간다는 교육 개혁이 결코 쉽지 

않은 난제이다. 결국, 이제는 ‘평화 먼저, 정의는 나중에 peace first, justice next’라는 주장이 

기득권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피를 흘렸느냐를 묻게 한다. 

약간의 개선은 있지만 여전히 종파주의적 분열이 사회를 지배하고 각기 남의 탓만 하는 현실에서 

무엇이 달라졌나를 묻는다. 갈등 후 사회의 분단 극복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나 모두 다 논의를 피하는 분위기이다. 이른바 갈등 후(민주화 이후) 

사회의 평화교육적 아젠더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는 글로벌 사회가 제기한 SDG에 따른 

글로벌시민교육의 과제로 보편화시키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해 본다. 

관계국들 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아일랜드의 평화도 한반도의 평화도 불가능하다. 

진보로서의 통일 혹은 진보로서의 분단 극복이 사회적 합의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의 존폐를 좌우할 주제인 안전국가, 평화국가를 이루기 위한 평화교육이 여전히 

국가교육 과정의 중심부에 놓이지 못하고 있다. 평화 주류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아주 

크다. 통합교육 운동이나, 심지어 공유교육 등도 성문법적 당위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 

과정의 주류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을 통한 평화 구축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면, 

학교 교육 전체의 평화교육 과정화가 절실하다. 지역사회의 지원은 그 자체로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이지 학교 교육을 흔들어 놓아서는 안된다. 물론 학교 교육이 사회 개혁에 일정 부분만 

기여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가 함께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온전한 사회 변화가 가능하다. 

학교 교육은 장기적이고 인적 토대를 놓는 구조 만들기기 때문에 가장 평화적인 수단인 평화교육을 

통해 비폭력적 평화 체제 구축하기에 모두가 나설 수 있도록 평화 감수성으로 준비된 시민교육이 

중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전쟁은 안 된다. 폭력적 극단주의는 우리 사회를 혐오 사회로 

나아가게 하여 궁극적으로 파멸의 길로 빠뜨린다. 이러한 평화 담론은 정치적 이슈이지만 동시에 

주민참여적 결정 주제이고 평화교육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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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평화가 갈등이나 폭력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실감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이 젊은이들을 돌아오게 했고 관광객이 넘쳐 난다. 아름다운 북아일랜드가 

다시 살아났음은 확연하다. 그래서 북아일랜드가 이제는 갈등 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과거 

산물을 던져버리고 싶은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식민지적 고통과 가난, 

전쟁, 냉전 체제하의 분단, 독재, 급성장으로 인한 대립 등으로 얼룩졌던 20세기를 잊고 오직 

도전과 번영으로만 빛나는 21세기로 가길 바란다. 우리도 한반도 평화체제가 분단 비용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안다. 6.15선언 이후 남북이 하나 되어 이룬 엄청난 평화의 물꼬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 결과 IMF도 빨리 극복하지 않았는가?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실제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과거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사실로 이야기되고 긴장감 있게 오늘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 분단의 뿌리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평화활동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따라서 모든 교과에 평화가 핵심 주제로 자리 잡아 미래 세대를 위한 장벽 치우기에 하루라도 빨리 

나서야 한다. 이것이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으로서 우리나라 통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다. 

평화교육은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적이고 미래 사회를 위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요한 갈퉁의 

명언은 중요하다. 이제 우리도 분단 극복의 일상을 평화교육으로 시작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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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원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로 평화와 국제이해교육, 아동인권교육 그리고 지역사회교육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새교육공동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대통령교육자문위원 활동을 한 바 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본부와 

함께 추진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타당성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2000년 

아태교육원(APCEIU) 설립 이후엔 국제자문위원을 하기도 했다.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장을 

역임하였고 대학 내에서는 교육대학원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2005년에는 한국수양부모협회장을 2년간 하였고, 2017년부터는 8월에 창립된 갈등해결과 

대화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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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사례에서 생각할 것들

○ 분쟁을 거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이 지난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콜린 크랙의 발표에서 주목할 것은 평화 구축을 위한 동인에 대한 것으로, 다양한 조건들과 

변수들이 평화 구축에 필요하다는 것임.

-  정서의 차원(두려움), 주체의 차원(평화건설자), 내부 체제의 문제(전체적 차원), 외적 

환경(외부적 변화) 등.

-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이 필요.

○  또한 단순히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핵심적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구체적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임.

- TIDES: 탈바꿈, 상호의존성, 다양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  강순원의 평화교육 관련 논문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평화교육이라는 범주 안에 구체적인 

방안과 철학은 다양하다는 것임. 

- 통합교육, 상호이해교육, 공유교육 등.

○  또한 외적인 평화 달성이 아니라 평화를 공고화하는 사후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과 국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임.

- 시민사회의 평화교육 지향의 실천을 국가 영역이 수용. 

아일랜드, 남북한 그리고 평화체제, 

평화교육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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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민하여야 할 것들

○  아일랜드의 사례가 주는 풍부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 상황과 어긋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임.

- 적대적인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

- 공고한 장벽의 존재에서 분리된 삶이 지속되는 공간의 문제.

- 통합을 지향하는 구심력보다 갈등을 촉진하는 원심력이 대내외적으로 강한 현실.

-  아일랜드 평화 교육 실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던 기독교 이념과 같은 공동 

가치의 부재.

○ 한반도의 적합한 평화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아일랜드의 평화교육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어떤 요소들이 장애 요인이 되었는가?

- 평화교육의 다양한 갈래들, 통합교육, 공유교육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의 적실성 문제 검토.

- 평화교육의 진행이 실질적으로 평화 정착이나 사회 통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  평화교육의 주체인 시민사회, 국가, 교육 담당자 그리고 학생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

-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분리된 평화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민족구성원과 세계 시민 간의 조화 문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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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아일랜드의 갈등과 평화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종교적인 

문제, 영국-아일랜드의 민족적 문제, 내부의 계급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여기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축적된 문화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아일랜드의 경험 속에서 ‘기억’을 둘러싼 서로 간의 갈등과 적대감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각자의 기억(역사)을 정당화함으로써 현실의 갈등과 대립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공간과 또 그 사건을 상징화함으로써 ‘역사적 기억’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공동체에서 수용, 소화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역사적 과거를 근거로 적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평화단체들이 ‘미래의 공존과 

평화’를 근거로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약화시키고, 미래의 희망을 통해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억은 어느 공간과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고 누가 그러한 해석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때로는 화해와 협력의 무기로, 때로는 

적대와 갈등의 무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에 있었던 수 많은 기억들이 특정 

시-공간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 소환되고 확산됨으로써 때로는 갈등의, 때로는 협력의 역사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기억은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적대 및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아일랜드의 오랜 갈등, 폭력의 시대에 형성되었던 여러 사건들이 역사적 상징과 

기억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코리밀라의 경우 ‘두 개의 기억’이 코리밀라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이러한 ‘두 개의 기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과 일상-북아일랜드

정영철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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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의 문제는 갈등과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것이 됩니다. 특히, 북아일랜드는 

과거 폭력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일상의 공간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상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교와 구교 지역의 분리, 일상 공간에서의 

신-구교의 분리, 더욱이 학교의 분리 등이 북아일랜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한반도의 경우, 거대한 두 개의 정치 체제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일상에서의 분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생각을 달리하는 두 개의 세력 역시 일상에서는 사회 속에 섞여 있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한 일상적 구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북아일랜드는 

이러한 일상의 분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고, 장벽이라는 거시적 구조에서부터 조그만 코뮤니티의 

생활공간인 미시적 공간까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존과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가 의문입니다. 지난 번 북아일랜드 방문과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러한 

일상의 분리가 상대방과의 포용과 화해,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코리밀라와 같은 공간에서의 경험이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서 부정되거나, 

다시금 공동체의 가치관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상의 분리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북아일랜드의 공존과 화해와 협력이 앞으로도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북아일랜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기억과 일상은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의 가치관과 문화는 결국 기억을 통해, 일상을 통해 공유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북아일랜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의 분리’는 끊임없이 서로 다른 두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양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리된 공간’을 해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북아일랜드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두 공동체 

사람들의 지속적인 만남, 그리고 차이를 인정한 공존, 화해와 협력을 위한 미래의 희망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작업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그리고 코리밀라가 하고 있는 일 등에 대해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4. 

문제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북아일랜드와 한반도의 유사성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유사성은 역시 정치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 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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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반(反) 공존의 정치 문화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 세력들은 갈등과 대립을 자신들 정당성의 사회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 자신들 주장의 

불가피성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얼마 전 있었던 북아일랜드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주요 

정치 상황도 그러해 보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정치 세력이 배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시민사회도 어려운 정치 

지형 속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현재 북아일랜드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혹은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코리밀라의 경우 적극적인 중재와 화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타의 시민사회가 정치 세력화하여 공존과 통합의 정치적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5. 

북아일랜드-아일랜드와 한반도는 여러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국제정치적 배경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아일랜드의 

경험은 오랜 갈등과 폭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한 사이의 갈등과 적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이 얽힌 복잡한 국제 정치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인 갈등과 적대가 남북한 주민들, 특히 남한 내에서는 

시민사회 간의 갈등과 적대를 낳고 있고, 이것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남한 시민사회는 갈등하는 당사자들 간의 만남과 대화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코리밀라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처럼 갈등하고 있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갈등이 아니라 평화의 원칙에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듣고 싶습니다. 북아일랜드와 한반도의 평화가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코리밀라의 경험을 한반도에서도 공유하고, 그를 위한 협력을 앞으로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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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1

RAISING COMMUNITY CONSCIOUSNESS ABOUT SYSTEMS THAT WE ARE 

PART OF BOTH LOCALLY AND GLOBALLY 

Sometimes it is difficult for us to acknowledge: -

• our complicity in systems we would wish to distance ourselves from, systems such as 

racism, sectarianism etc.; 

• our part as consumers in unfair trading systems;

• our part as local and global citizens i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 such as 

global warming etc

Puppetry is an ancient art form influencing both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ulture 

in numerous different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I first started using puppets at 

public meetings some years ago when as members of a Belfast global education group 

we were looking for creative ways of raising issues that would stimulate discussion with 

members of the public.  Impressed by the example of health workers in India using 

puppets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local villagers towards some public health issues, 

we decided that puppetry might be the answer to our search.  We decided to tell the 

story of tea, a commodity we enjoy but don’t necessarily fully appreciate as consumers. 

The story aimed to expose unfair global trading practices and the conditions that some 

of the tea estate workers were working in.  We were also trying to promote the fair-trade 

mark as an ethical choice for us as consumers. The character of Gladys, the central 

puppet in the story was based on a real person whom I had the privilege of meeting 

some years ago, a leader in the m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arliest trade 

unions for women in Belfast.  The play would tell the story of tea from its planting 

PEACE EDUCATION AND GOOD 

RELATIONS PRACTICE - SOME 

CASE STUDIES EMPLOYING PUPPETS

Yvonne Naylor (Puppet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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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icking through the various processes to being brewed in the teapot. Audience 

participation was encouraged whenever possible.  In fact, Gladys left the puppet booth 

and joined the audience for most of the play.  She made comment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lot of the tea pickers, and encouraged the audience to do the same; 

so, stimulating an increas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audience to the plight of the 

tea pickers and an increase in solidarity with them in various ways: keeping up their 

knowledge and awareness; lobbying their MPs when the opportunity presents itself; 

supporting fair trade campaigns and making ethical choices as consumers.   

On another occasion, the puppets spoke truth to power when they tackled ‘Power 

greed’ about his attitude to the local people bearing the consequences of his greed for 

nuclear power and lack of duty to care for the local people affected by the leaks from 

a Power station. Or again tackling ‘Fast Fashion greed’ putting pressure on workers in 

a factory unfit for purpose and then refusing to compensate their families following 

an accident, or introduce health and safety practices in the workplace and permit 

trade unions. Such stories have the effect of strengthening solidarity with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and initiating responses from the audience. That might mean our 

renewing efforts to engage in more sustainable practices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and showing more respect for our planet or lobbying interests selling and promoting fast 

fashion and shopping more ethically.

CASE STUDY 2

STORYTELLING AS A MEANS OF SEEING OURSELVES MORE CLEARLY 

WITHOUT JUDGMENT AND IN THE SAFETY OF ANONYMITY IN THE 

CHARACTER OF A PUPPET

Sometimes I use puppets as a means of telling our story about ourselves, someone the 

puppet reminds us of, or to gain empathy with a character we might have difficulty with, 

represented in the identity of the puppet. The puppets are displaying different identities in 

the colour of their skin, eyes and hair, their physical features, the clothes and various badges 

of identity that they are wearing – be they a hijab, kippah, turban, wheelchair, glasses, 

sari, etc. I introduce the puppets and invite the participants to choose one and try it on, to 

think about the character – their name, where they live, where they were born, what life is 

like for him/her and how they feel about living here When they are all ready, they can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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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3 minutes each to introduce their puppet, or if they feel confident, to speak through 

their puppet, introducing language and accent,  telling the others a story about themselves, 

who they are; where they are from; what life is like for them now etc. When everyone has 

had some time to introduce their character, each considers how the puppets might relate to 

one another and what sort of story they together might tell. Afterwards, when they take the 

puppets off, we can talk about how we felt doing this activity.

Sometimes puppets are associated with children and play, so it can take a bit of 

encouragement to help adults to get their hand into the puppet and tell a story.  The story 

is always about themselves or their relationship with someone the puppet reminds them 

of etc.  On one occasion a woman, finding she had chosen a dog, told the story of her 

own dog and his observations of the housing estate she lived in. She was amazed at what 

she discovered about her area and herself.  The dog was marking his territory, as dogs do, 

and observing that the people in this territory were doing the same thing with their flags, 

banners, murals and the colours they painted the pavements and lampposts. She realised 

for the first time, that just as the dog marks his territory to keep other dogs out, her 

community was doing the same! She was happy/proud to display badges of her identity 

but also wanted her Community to be one of welcome and hospitality and wondered if 

there might be another way to express her identity and belonging. On another occasion, 

a man wanting to know how it felt to be in the shoes of an Orangeman, someone he 

felt enmity towards, was surprised at his response to another character, a resident of a 

nationalist estate he wanted to walk through saying to him, ‘You have no right to come 

onto our streets displaying that identity’. He very quickly responded that he had every 

right as a human being to do just that and then observed who he was talking through.  

He acknowledged that as a protester he would often say the same thing and realised that 

he had to find another way of expressing his point of view.

CASE STUDY 3 

CONFIDENCE-RAISING AMONGST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PHYSICAL AND LEARNING DISABILITIES OR EXPRESSING SOME OF THE 

MORE DIFFICULT FEELINGS ASSOCIATED WITH LOSS OR BULLYING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a range of physical, visual, speech and learning 

difficulties the puppets give an opportunity to get out of the restrictions of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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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es and to dream/imagine a different reality. In some cases, children with speech 

impairments, related to low self-confidence and body image, can speak so much better 

as the character of the puppet. The children very quickly ‘lose themselves’/lose their 

self-consciousness in their puppets and present their story/operate their puppets 

without inhibition and in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They enjoy the appreciation 

and applause of the audience and the freedom of movement they experience as 

wheelchair users operating able-bodied puppets. There are equally tangible outcomes 

in terms of relationships and skills.  Co-operation and mutual respect can build good 

relations not only between the students themselves working together towards a common 

goal but also between themselves and the rest of the school.

In sharing about loss, children have often found it difficult to talk about guilt. But using 

the character William and telling his story about guilt can elicit feelings of solidarity in 

the children as they recognise the feeling and acknowledge their own guilt feelings. As 

William was passed around for the children to say something to him, they hugged and 

encouraged him, saying, ‘It’s not your fault, William,’ so freeing their own guilt feelings 

and seeing that, just like William, neither are they responsible.

Children also enjoy making their own puppets by upcycling ‘Junk’.  (See Puppets 

booklet for some ideas). They offer children the possibility of talking about difficult 

feelings - of being ‘different’, ‘left out’ or bullied - with the anonymity of the puppet. 

Puppets with mouth pieces are best for expressing feelings and the ones in the slide 

can be easily made using white card, scissors, masking tape and colouring pens. When 

the puppets are ready, the children can meet in small groups and storyboard a conflict 

scenario.  Storyboarding, cartoon style enables us to identify what triggered the conflict, 

draw out the consequences and if they aren’t how we want our story to go, return to the 

scenario that triggered the conflict but this time, to consider other possible and more 

positive responses. 

CASE STUDY 4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CONFLICT STYLES; 

TRIGGERS, REACTIONS AND CONSEQUENCES

In talking about conflict with a group of children, I usually ask them to think of times 

when they have witnessed or been part of a conflict. We talk about triggers of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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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ossible reactions and consequences. The Tanya and Terry puppets can be 

made quite easily using old socks. When I introduce Tanya the Tiger, I tell the group that 

her usual way of dealing with conflict is to confront it. This is a scenario that I might 

use: -

‘Tanya loved painting and was just admiring her efforts during the art class, when 

Melissa looked over and said, ‘that’s the stupidest picture I’ve ever seen – what 

exactly is it?!’Tanya was very angry with Melissa. ‘How dare she insult my work!’ she 

thought. Her heart beat fast, her hair stood on end, and her face went red… ‘I’ll tell 

you what it is’, roared Tanya lifting her brush which had red paint on it, ‘it’s better 

than yours!’ as she plunged the brush of red paint right in the middle of Melissa’s 

masterpiece! 

‘Tanya!’  Shouted the teacher, ‘what have you just done?’

‘She said my painting was stupid!’

‘And what have I said to you about that temper of yours?’  said teacher. ‘Go into the 

library corner for five minutes until you cool down and then we can talk about it!’

I can then ask the group if any of them recognise this conflict style, what is good and 

not so good about it and if they spotted the trigger and can describe the reaction and 

consequence. Terry the Turtle’s usual way of dealing with conflict on the other hand 

is to avoid it, to go inside his shell and hope that nobody notices him.  He is a conflict 

avoider. This is a scenario that I might use: -

Terry had been working hard all morning in school and was looking forward to going 

out into the playground for a few games during the lunch hour.  He moved very 

slowly however, and the others just pushed past him.

‘Get out of my way, slow coach’, shouted Trevor

Terry was sad and started to sulk, but when he got out into the playground everyone 

was playing a ring game.

‘Yippee,’   thought Terry, ‘can I join in?’

‘Och you’re too slow Terry,’ said Angela, ‘You’ll only spoil it for the rest of us’

‘Oh Well,’ thought Terry and went into his shell again. 

‘Terry,’ said the teacher, ‘What have I said to you? Stand up to them – speak for 

yourself.  You’re different and you matter too’.

Again, I can then ask the group if any of them spotted the trigger and can recogn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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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flict style, what is good and not so good about it. We can talk about the different 

conflict styles we might use at different times to suit different situations and use the 

puppets to act out different conflict scenarios and see which one might work best in 

each case.

CASE STUDY 5

PERFORMANCES WITH THE PUPPETS TO TELL A STORY, TRIGGER A 

DISCUSSION AND REFLECT ON AN ISSUE OR ‘ELEPHANT IN THE ROOM’ 

Puppet performances can be great fun for both the puppeteers and the audience.  

They can also be very useful for triggering discussions about issues we find difficult 

to talk about.  We often say that this is like acknowledging the ‘elephant in the room’, 

having the conversations that we most want to avoid or ‘opening the can of worms’ 

so that we can talk about the tensions, fears, ‘worms’ instead of hoping or pretending 

they aren’t there for as we have learnt, sectarianism and other ‘isms’ thrive in denial 

and avoidance. Some teachers have been nervous about talking about the history and 

politics of our conflict or ‘putting sectarian ideas in their children’s heads’ but ‘isms’ 

are systems and if we do nothing, we are only, by default, supporting them. Of course, 

that examination requires sensitivity and proper facilitation. Not opening the can of 

worms only means that eventually that can is going to explode with the pressure and 

further deepen division. Talking helps us understand both difference and similarity and 

expose the myths and doing this through puppets and humour can be a joy. I have 

sometimes written a play in response to a comment that troubled me or a challenging 

situation which had been going on for years. In each case, the puppets helped me to 

communicate the trouble with assumptions or mind-reading and scapegoating.

Sometimes the story can come from the comment that triggered my difficulty with 

the inaccuracy of the logic. Sometimes it can be a fairy story or a story from another 

culture/tradition, preferably one with a morale or learning, that exposes the problem. I 

recently read a version of the German folktale, ‘The Pied Piper of Hamelin’ that I think 

exposes the trouble with ignoring what we are doing to our earth and our children – 

the next generation; We can draw our own interpretations from the story as it will speak 

to each of us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our perspective and what is troubling us 

about the world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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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6

PERFORMANCES WITH THE PUPPETS TO SHARE AN ASPECT OF FAITH, 

CULTURE OR TRADITION OR JUST HAVE FUN

Puppets have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particularly in the East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ir religion and traditions.  The example that comes most readily to mind 

is the Ramayana story from Indonesia telling the story of Rama and Sita, most often told 

during Diwali, the Festival of Lights that assures people about the victory of light over 

darkness. 

I have used puppets in Christian worship for re-telling stories from the Bible from 

a particular lens for reflection and discussion. They are also useful for telling a story 

from a residential or recording a special event. Finally, puppets are great for their pure 

entertainment value. I have used them in Pantomimes and concerts. 

So, for whatever purpose they are required, whether within peace education or to 

promote good relations practice, puppets are a wonderful tool in the hands of the writer 

or educator and a great vehicle to understanding and learning in the listening of an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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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ation & Vision 

 
Peace Education and  

Good Relations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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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Puppets in Global Assemblies 

Local & Global Education & Conscientization 
Case Stud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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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about Identity and Belonging 
Case Study 2 

Attitudes to the environment 
Speaking truth to Power G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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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ing in small groups 
Case Study 3 

Sharing our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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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puppets to deal with loss 

Disability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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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the Head & Some Colour… 

Dealing with Feeling using Puppets 
Making Puppets with Mouthpieces from card and masking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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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arding 

And you’re ready to tell you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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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k Puppets Tanya and Terence 
Case Study 4  

Group Building and Story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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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flict Styles 

Using Finger Puppets  
to talk about Conflict 

• The snail quietly gets on and also 
withdraws bottling up the conflict 

• The Lion is brave and also 
confronts a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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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a can of worms? 

Talking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Case Stud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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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 & Sita and Other Stories 
Case Study 6 

Folk Stories with a Message 
Pied Piper of Ham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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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ing 

Exploring Biblical Nar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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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to tell more Stor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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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1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자신이 소속된 체제에 대한 공동체 의식 고양

때로는 자신이 그 체제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인종차별주의, 파벌주의 등과 같이 자신이 기피하고자 하는 체제에 일조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

•불공정무역체제에 소비자로서 일원이 되는 경우

• 환경오염과 그 결과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지역 및 세계시민으로서 

일원이 되는 경우

인형극은 아주 오래된 예술 형식으로 전세계 여러 나라의 과거와 현대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처음으로 공개 집회에서 인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속한 벨파스트 

국제교육그룹에서는 일반 회원들과 활발히 토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인도의 보건 종사자들이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형을 사용한 사례에 영감을 받았고, 인형극이 저희가 찾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즐겨 마시면서도 소비자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상품인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국제무역 관행과 몇몇 차 재배지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환경을 폭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마크가 있는 상품을 고르는 일이 

소비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윤리적 선택임을 홍보하려 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글래디스라는 

캐릭터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벨파스트 최초의 여성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운동의 리더였는데 몇 년 전 영광스럽게도 이 분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인형극에서는 

차나무를 심고 찻잎을 수확하기까지, 찻주전자에 차를 끓이기 전에 거치는 다양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언제든 가능하면 관객 참여도 유도합니다. 실제로 인형극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글래디스는 인형 상자에서 나와 관객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차 재배지 노동자들의 

평화 교육과 관계 개� 활동

– 인형극을 활용한 사례 �구

이본 네일러 (퍼펫 우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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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선할 방안을 제안했고, 관객들도 함께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차 재배지 노동자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연대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식과 관심을 키우고, 기회가 생기면 하원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무역 운동을 지지하고, 소비자로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형들이 ‘발전소 탐욕가’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을 

향한 탐욕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비판하고 발전소 누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보살필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패스트패션(역자: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시키는 의류) 

탐욕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우고, 그로 인한 

사고 후에도 가족들에게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를 비판하거나, 업무 현장에서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허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고통 받은 이들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관객의 대응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과 관련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활동에 참여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패스트패션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다 윤리적인 쇼핑을 하기 위한 노력을 새로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 연구 2

인형의 캐릭터라는 익명성 안에서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더욱 분명히 알아보기 

위한 스토리텔링 

저는 때때로 인형의 정체성 안에서 자기 자신 혹은 인형을 보고 떠오르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보기 위해 인형을 사용합니다. 

피부와 눈, 머리카락 색이나 신체적 특징, 의상 등으로 인형의 여러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히잡, 

야물커(역자: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 정수리 부분에 쓰는 작고 동글납작한 모자), 터번, 휠체어, 

안경, 사리(역자: 인도 여성들이 입는 민속 의상) 등과 같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식들도 

사용됩니다. 저는 인형들을 소개하고 나서 참가자들이 하나를 선택하여 인형이 되어 본 후, 그 

캐릭터에 대해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름, 사는 곳, 태어난 곳,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느낌은 어떤지 등을 생각해 봅니다. 준비를 마친 후 각자 40초 정도 자기 인형에 대해 

소개하거나, 자신이 있으면 인형의 입을 통해 말해보기도 합니다. 언어와 말투를 소개하면서 

인형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고 현재의 삶이 어떤지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잠시 동안 캐릭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각자의 인형들이 서로 어떻게 어울릴지, 

그들이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깊이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인형 캐릭터에서 벗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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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자신이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형은 어린이나 놀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어른들도 인형을 손에 끼우면 좀 더 용기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항상 자기 자신이나 인형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은 한 여성이 강아지 인형을 선택해서 그녀가 키우는 강아지가 그녀의 주택 

단지를 관찰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지역과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이 

발견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강아지는 보통 강아지들처럼 자기 영역을 표시했고, 사람들도 그 

영역에서 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깃발, 현수막, 벽화, 인도와 가로등 기둥에 

칠한 여러 색 등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영역 

표시를 하듯 지역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표식을 드러내 보이며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역사회가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 되길 바랐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을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남성이 오렌지당원(역자: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계속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교도 정당 당원) 입장이 되어 보면 어떤 기분일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오렌지당원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캐릭터에게 반박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오렌지당원이 되어 독립주의자 거주지를 지나려 하자 그곳 주민인 다른 캐릭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정체성을 보이면서 우리 거리에 들어올 권리가 없소.” 그는 

곧바로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고,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위를 하며 종종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자각했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례연구 3

신체 및 학습 장애를 갖고 있거나 가까운 이의 죽음 혹은 따돌림과 관련하여 감정적 어려

움을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신감 고양

신체, 겉모습, 언어, 학습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형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서 벗어나 다른 현실을 꿈꾸거나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낮은 자신감이나 신체적 불만족과 관련된 언어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인형의 캐릭터가 되면 

이야기를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인형의 캐릭터 안에서 금세 자신을 

잊고 자의식에서 벗어나 인형과 상호작용하며 어색함 없이 인형의 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관객의 감탄과 박수에 즐거움을 느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가 

없는 인형의 몸을 움직이며 이동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 협동하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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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교내의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협력과 상호존중을 통해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린이들은 특히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윌리엄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죄책감에 대한 윌리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린이들의 연대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윌리엄의 감정을 알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죄책감도 인정하게 됩니다. 윌리엄이 자신에게 무언가 이야기해달라며 어린이들 

사이를 지나가면 어린이들은 윌리엄을 안고 격려하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윌리엄.”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자신이 가진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윌리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재활용품으로 새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신만의 인형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인형 만들기(Puppets) 책자를 보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인형이 가진 익명성에 기대어 ‘남과 다름’, ‘버려짐’, 혹은 괴롭힘 때문에 생긴 불편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습니다. 주둥이가 있는 인형은 감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인형들은 두꺼운 흰 종이와 가위, 접착테이프와 색연필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형들이 준비되면 아이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갈등 시나리오를 스토리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화 형식의 스토리보드를 만들면 갈등의 시발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갈등의 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에게 보일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다른 반응을 생각해봅니다.

사례 연구 4

다양한 갈등 대처 방식의 성격 검토: 시발점, 반응, 결과

그룹의 아이들과 함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보통 갈등을 목격하거나 갈등의 당사자가 

되었던 시간을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갈등의 시발점과 가능한 반응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타냐와 테리 인형은 낡은 양말을 사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호랑이 타냐를 소개할 때, 타냐는 갈등이 생기면 보통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사용합니다.

타냐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 시간이면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멜리사가 힐끗 

보더니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멍청한 그림이야. 도대체 그게 뭐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타냐는 멜리사에게 아주 화가 났어요. ‘감히 내 작품을 모욕하다니.’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타냐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뭔지 

말해주지.” 타냐는 빨간 물감이 묻은 붓을 들어올렸어요. “네 그림보다 훨씬 나은 거야!”라고 

소리지르며, 멜리사의 작품 한가운데에 빨간 물감을 칠해버리고 말았어요! “타냐!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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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이니?” 선생님께서 소리치셨어요. “멜리사가 제 그림이 멍청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화내는 

것에 대해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분 동안 도서관 

구석에서 화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그룹 아이들에게 이런 갈등 대처 방식의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에 대한 반응과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거북이 테리의 갈등 대처 방식은 보통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는 껍질 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바랍니다. 테리는 갈등회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사용할 겁니다.

테리는 학교에서 아침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으로 나가 게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테리는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다른 친구들이 테리를 밀치고 

지나갔어요. “내 앞에서 비켜, 이 느림보야.”라고 트레버가 소리쳤어요. 테리는 슬펐고 

부루퉁해지기 시작했지만 운동장에 나가자 모두 링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와, 신난다.’ 테리는 

생각했어요. “나도 같이할 수 있을까?” “에이, 테리 넌 너무 느려.” 안젤라가 말했어요. “네가 

끼면 나머지 애들은 게임이 재미없어질 거야.”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테리는 다시 마음을 

닫아 버렸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테리, 내가 뭐라고 했지? 친구들 앞에 당당히 서서 

네 생각을 말하렴. 너는 다른 것뿐이고 네 입장도 중요하다고 말이야.”

이번에도 저는 그룹 아이들에게 갈등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이런 갈등 대처 방식의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갈등 대처 

방식을 사용할지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형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갈등 시나리오를 

연기해보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알맞은 방식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례 연구 5

이야기를 전하고, 논의를 촉발하고, 특정 주제나 말하기 어려운 쟁점(방 안의 코끼리)을 

생각해보기 위한 인형극 공연

인형극은 공연자와 관객 모두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기 불편한 

쟁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영어로 ‘방 안의 코끼리’를 인정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일을 말합니다. ‘벌레가 든 

캔을 연다’고도 표현하는데 그저 바라고만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대신 긴장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벌레들’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파벌주의를 비롯한 여러 

‘주의’들은 부정과 회피 속에서 창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갈등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이들 머릿속에 파벌들의 견해를 심어주는 일에 대해 염려스러운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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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주의’들은 일종의 체제이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 검토하려면 세심함과 

적절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벌레가 든 캔을 열지 않으면 결국 압력에 의해 폭발해서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하고 근거 없는 믿음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과정에서 인형과 유머가 사용되면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때때로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던 말이나 수년 동안 겪었던 힘든 상황을 소재로 극본을 썼습니다. 

그런 경우 인형들은 추정이나 마음 읽기, 책임 전가와 관련된 문제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부정확한 논리로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던 말을 기초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동화 혹은 다른 문화나 전통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감춰졌던 문제를 

드러내 사기를 북돋거나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최근 독일 설화인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이 지구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는 

무관심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관점과 현재 세계의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례 연구 6

신념, 문화, 전통적 측면의 공유 혹은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인형극

인형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고, 특히 동양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이용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는 인도네시아의 라마야나(역자: 고대 

인도의 2대 서사시 중 하나)로 라마와 시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빛의 축제, 디왈리 기간에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독교 예배에서 반성과 토론을 위한 특별한 관점에서 성경 내용을 새롭게 이야기할 때 

인형을 사용했습니다. 인형들은 주거지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거나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인형들은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팬터마임과 콘서트에서 인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평화 교육을 위해서든, 관계 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인형은 

작가와 교육자 손에서 멋진 도구가 되고, 관객의 경청 속에서 이해와 학습을 돕는 아주 좋은 

매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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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국제 교육과 의식화 운동 
사례 연구 1 

 
 

평화 교육과 관계 개선 활동 
인형을 이용한 사례 연구 

 
 

 
 

Can Peace Education Make a Difference?

평화교육 심포지엄 _ 81



여러 국제 집회에서 인형을 이용 

영감과 비전 

�<기사� 제목�:� �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형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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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 
사례 연구 2 

환경에 대한 태도 
                 ‘발전소 탐욕가’에게 맞서 진실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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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에서의 스토리텔링  
사례 연구 3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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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 극복에 
도움을 주는 인형 

윌리엄의� 이야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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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붙이고 색을 칠해요 

인형을 이용하여 감정 다루기 
두꺼운 종이와 접착테이프로 주둥이가 있는 인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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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드 만들기 

이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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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인형 타냐와 테렌스 
사례 연구 4 

그룹 만들기와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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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갈등 대처 방식 

손가락 인형으로 갈등에 대해 이야기 하기 

• 달팽이는� 조용히� 지내고� 갈등이� 
생겨도� 묻어둔� 채�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 사자는� 용감하고� 갈등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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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가 든 캔’을 열어 볼까요?  

�(역자�:� �a� �c�a�n� �o�f� �w�o�r�m�s� –�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 골치� 아픈� 일�)� � 

‘방 안의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 하기 
사례 분석 5 

�(역자�:� �e�l�e�p�h�a�n�t� �i�n� �t�h�e� �r�o�o�m�-� 모두� 알지만� 말하지� 않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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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와 시타’를 비롯한 여러 이야기 
사례 연구 6 

교훈이 담긴 설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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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성경 속 이야기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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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본 네일러(Yvonne Naylor) | 퍼펫 우먼 (Puppet Woman) 대표

이본 네일러는 지리학, 개발교육학, 평화학을 전공하고, 약 25년간 북아일랜드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교사활동과 더불어 코리밀라 등 북아일랜드 민간단체와 함께 평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화교육 활동가를 훈련시켜 온 이본 네일러는 특히 인형극을 

활용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2000년 교사직을 은퇴한 이후에도 

코리밀라,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평화학 대학원, 북아일랜드 통합교육협의회 등에서 계속해서 

평화교육 관련 주요 직책을 맡아 왔다. 2012년에는 퍼펫 우먼을 설립하고 인형극을 활용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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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리는 분단 이래 통일교육을 수십 년간 해왔다. 통일교육이 사실상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해 통일교육의 내용 또한 변화해 왔다. 이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더불어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통일교육은 내용적 측면에서 반공, 안보, 평화를 아우를 수 있다. 어떠한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전히 어떠한 방식의 통일을 이야기하는가는 

통일교육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통일교육 자체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색깔을 

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었다. 남북의 이데올로기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교과서에 

나온 통일교육 내용 외의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통일이라는 주제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있고 

무심결에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는 역사와 정치를 빼놓고 언급할 수 없다. 

이데올로기와 정치가 관여되는 민감한 사안을 일선 교사들이 교육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언급하기에 앞서 정치적 이슈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에 ‘수업시간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들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 정치 교육을 할 때 지켜야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보편화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원칙 하에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양은석 (서울 수송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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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텔스바흐 합의(1976) 3원칙

1.  강요 금지 원칙(주입, 교화 금지) : 학생이 쟁점 사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가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 알려주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2. 논쟁성 유지 원칙: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

3.  정치 행위 능력 강화 원칙: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미칠 정치적 영향을 생각해보고 실천 능력을 

기른다.

2016년에 경기도, 서울, 강원교육청이 주관하여 평화 시대를 위한 ‘통일시민교과서’가 개발 

보급되었다. 지난 통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 감수성을 기르고 미래지향적 접근을 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과거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통일교육 또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Ⅱ. 통일교육의 방향

  

1. 열린 사고를 위한 접근

과거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 당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이미 정해진 결론 위에서 다양한 

논의는 사라졌고 그와 더불어 통일에 대한 관심 또한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통일을 

해야한다’ 식의 당위적 접근 대신 학생 자신이 생각한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재 구성과 교육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재는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토론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야 한다.

 

2.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실 인식에서 시작하기

학생들이 접하는 북한에 대한 소식은 핵이나 전쟁, 기아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보에만 노출된 아이들의 북에 대한 인식은 실제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이 통일하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으로서만 강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북한은 동포이면서 

전쟁을 치른 적이라는 복합적인 대상이다. 

분단 이래 남과 북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우월하다 해서 문화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도적인 도움은 바람직하지만,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는 우월의식은 경계해야 한다. 아이들이 남북의 다름을 이해하고 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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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눈높이에서 시작하기

우리나라의 통일교육도 어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개발하거나 발견할 필요가 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희망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교육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어린이들에게 교육함에 

있어 여러 가지 원칙을 갖고 풀어나간다. 첫 번째가 인격화 전략이다. 아이들은 추상적 표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구체적 인물의 행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사령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동네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동일시 전략을 

활용한다. 어린이들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을 제시하는 것이다. 안네 프랑크는 

홀로코스트 희생자 150만 명 어린이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안네프랑크를 

통해 그 당시 상황을 공감할 수 있다. 셋째는 아우슈비츠 없는 아우슈비츠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역할 놀이를 통해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용기에 대해 배우고, 편지를 쓰고, 현장 방문을 

하며 단계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운다. 잔인한 장면을 노출하지 않고도 충분히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4. 학생의 삶과 연계하기

통일교육이 학생의 삶과 연계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이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평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편적 평화 교육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비극에 공감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언어 사용과 갈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다. 평화와 통일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학생 입장에서 탐색할 기회가 필요하다. 나이가 점차 들어감에 따라 분단, 전쟁, 통일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Ⅲ.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1.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과제

1)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 자료 개발

현재 통일교육은 교사의 개인적인 관심과 역량에 맡겨져 있다. 통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거나 통일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어깨동무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두루 쓰일 수 있는 

보편적 컨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도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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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듈 -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

교육이 점차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학교나 교실의 상황과 학생 수준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 모듈 - 선택형 프로그램 주제

평화의 의미 – 다양성 이해 – 남북 이해 – 공존의 방법- 갈등 해결 – 통일이란?

학교에서는 교사의 사전 지도와 필요, 학생 수준과 필요에 맞게 ‘평화의 의미’ 모듈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다양성 이해’나 ‘남북 이해’ 같이 중간부터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3) 민감한 사안 컨텐츠 시민단체 주도 개발

학교 교육에서 다루기 힘든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어린이어깨동무와 같은 시민단체가 

할 일이다. 앞으로는 ‘미리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과의 상호 존중, 이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군비 축소나 전쟁 영웅 찬미 같은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시민단체가 먼저 프로그램 및 활동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각국의 입장,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 등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 원칙 때문에 다루기 힘든 이슈다.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제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교육하고 그 경험을 학교 현장에 

점차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2. 평화 지향적 콘텐츠 개발 사례

1) 자기 이해에서 시작하기

평화 교육의 시작은 상호 존중과 이해다. 그런데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욕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성찰을 통해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탕이 된다.

에니어그램은 아홉 가지로 이루어진 성격 유형과 그 유형들 사이의 연관성을 표시한 기하학적 

도형이다.1) 에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의 유형을 찾고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에니어그램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기질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행동하는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 있었다. 더불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1)      돈리처드 리소 외, ‘에니어그램의 지혜(주혜명 옮김, 2011), 한문화,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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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수업의 흐름

1. 에너지의 중심 찾기

(1차시)

사고, 감정, 본능의 3가지를 모두 갖고 있지만 그 중 내가 주로 쓰는 에너지가 

있다. 

2. 에너지 중심별 그룹

토의 및 발표(2~3차시)

에너지 중심별로 모여 주어진 문제에 대해 토의한다. 

‘고층 빌딩에 머물고 있다. 미사일 포격으로 인해 건물에 불이 났다.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3. 자신의 유형 찾기 및 

인터뷰

(4~6차시)

1~9 유형 중 자신의 유형을 찾는다. 

각 유형별로 모여 이야기 나누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친구들에게 질의 응답을 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여자 어린이와 인터뷰 내용

이 여자 어린이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며 학교 규칙을 잘 지키는 여학생이었다. 성격 

유형으로는 1 유형이었다. 1 유형은 ‘완벽주의자, 개혁가’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모두 놀란다.

“왜 공부를 하고 싶나요?” “공부를 열심히 안해서요.”

“OO이는 집에서 얼마나 공부를 하죠?”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해요.”

“얼마나 공부하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요?" “자는 시간 빼고 전부요.”

반 친구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OO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아이들은 매우 놀랐다. 그래서 7 유형 남자 아이에게 물었다.

“얼마나 공부하는 게 많은 시간 공부한 거예요?” “10분이요.” 폭소가 터졌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공부에 대한 기준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에니어그램 관점으로 

설명해 주었다. 모두 수긍했고 나중에 여자 어린이가 소감을 말해줬다.

“에니어그램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수업을 통해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아 기뻐하는 아이도 있었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픈 

마음을 이야기 하며 우는 아이도 있었다.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하는 장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다른 친구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연다. 한 번 

수업으로 나와 상대를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 반은 1년 동안 서로 유형을 탐색하고 다른 아이들 

행동을 에니어그램을 통해 분석해 본다.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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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증진 교육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아나요?”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같이 놀아요.” “먼저 

인사해요.”와 같은 답변이 돌아온다. 같이 놀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은 관계의 기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친구에게 다가가고, 호감을 전달하며, 서로 지켜야할 점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더불어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잘못된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거나 상대의 관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나 갈등을 종종 볼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오해가 왕따나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업의 흐름

친구에게 다가가기 - 친구와 친해지기 -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것 - 용서와 화해

‘친구에게 다가가는 법’

1. 나에 대해 생각하기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약점, 꿈에 대해 쓴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2. 공통점 찾기 활동

친구를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고 대화하며 공통점을 찾는다. 

①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난다. 

② 남녀 간에도 서로 만난다. 

③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난다.

④ 서로 대화하기 위해 쓴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을 소개한다.

3. 우정의 속도 활동

사람마다 친해지는 속도가 다름을 활동을 통해 알아본다.

① 짝이 되어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바라보고 선다.

② 눈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③ ‘하나’를 외치면 동시에 한걸음씩 다가간다. 

③ 부담스러워서 손을 들거나 ‘정지’를 외치면 멈춘다. 

Tip: 동성끼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다.  

     멈춘다고 해서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학생 소감

공통점을 찾아보니 재미있고 신기했다. 괄호 안을 많이 채우니 뿌듯하다. 그리고 약점을 도와줄 

것이다.

나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니 친구와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다.

 

시사점

공통점을 찾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많지 않다고 속상해 하는 아이도 있었다. 공통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뚜렷하다는 증거이고 주관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다.

5학년 때 가르쳤던 여자 어린이 한 명이 편지를 가져왔다. ‘친구 수업 덕에 6학년 올라가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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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관계를 증진시키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개인 간의 관계 증진은 남북 간의 관계 회복 및 증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놀이와 교육 연극을 활용한 체험식 수업

평화 지향적인 통일교육은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면에 

할애된 텍스트와 사진, 그림만으로는 아이들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따라서 놀이와 교육 

연극과 같은 체험을 통해 공감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준호 선생님의 ‘군사분계선’ 수업의 흐름

1. 고통의 숫자 놀이

학생이 숫자를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선생님이 숫자를 부르면 해당되는 

친구들은 비명과 함께 쓰러진다. 옆에서 잡아주면 살릴 수 있다.

전쟁의 비극과 안타까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군사분계선 체험

학생들이 직접 군사분계선이 되어 본다. 

한쪽에 아들, 한쪽에 엄마를 세우고 크게 이름을 여러 번 불러본다.

그곳을 오가려는 사람과 편지 등을 막아본다. 

이산가족이 어떤 마음일지 느껴본다.

3. 장애물 체험
모두가 장애물이 되고 서로 통과해 본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느껴본다.

학생 소감

사회 시간에 ‘통일’에 대한 것을 배워봤다. 첫 번째 놀이로 ‘고통의 숫자’라는 놀이를 했는데 그 

놀이에 ‘전쟁은 사소한 이유로 발생된다’는 숨겨진 뜻이 있었다. 우리는 막상 놀이를 하면서 웃고 

즐겼지만 잘 생각해보니 군사분계선을 넘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하는 남한과 북한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진다. 편지 한 통 제대로 주고 받지 못한 채, 손 한 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까지 헤어져 있어야 한다니. 그것은 너무 잔인한 것 같다. 마지막 놀이로 장애물을 만들어서 

통과해 봤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려면 아직 험난한 여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 있었다. 솔직히 

나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놀이를 통해 통일이 빨리 

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손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사점

놀이와 교육 연극을 통한 수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역지사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이 되어보거나 지켜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고 그에 따른 감정이 

올라오게 된다. 비록 가상이기는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그 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은 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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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통일교육 또한 통일 당위성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학생이 몸소 느껴보게 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 토론카드 활용 수업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어린이어깨동무에서 

토론카드를 개발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배움에 참여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토론카드는 문제발견 카드와 평화상상 카드로 구분이 되어 있다. 문제발견 카드는 분단으로 인한 

불편함을 고르게 되어 있다. 모둠별로 활동이 진행된다. 개인이 불편함을 하나씩 고른 후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 나눈다.

평화상상 카드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평화상상 

카드에 나와 있는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방법을 적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크다.

하지만 여전히 당위적 접근 방향을 지울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 질문을 통한 

토론은 어떨까?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를 보자. ‘평화를 위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가?’. 딜레마 문제이자 열린 질문이다. 이것을 아이들 눈높이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열린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 교재 개발 단계에서부터 좋은 질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질문 수업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스토리텔링 방식은 그림책과 영화이다. 평화와 전쟁, 

분단과 관련된 그림책이 우리나라에도 다양하게 출판되어 있다. 더불어 연결될 수 있는 세계의 

그림책도 활용할 수 있다.

<내가 라면을 먹을 때>와 같은 그림책은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이웃의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다가 쓰러진 아이로 끝을 맺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강냉이>는 권정생 선생님이 직접 겪은 한국전쟁 이야기를 옮겼다. 전쟁으로 마을을 떠나야하는 

아이가 자신이 찜해 놓은 강냉이를 걱정한다. 아이 눈높이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직접 말하기보다 스스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

<웰컴투 동막골>은 전쟁의 상황에서 남한군과 북한군 모두 다 같은 인간임을 일깨워주는 

영화이다. 

이러한 텍스트를 읽거나 보고 학생과 함께 토론할 내용을 선정해 볼 수 있다.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102 _ 평화교육 심포지엄



텍스트 같이 읽거나  

보기
질문 만들기 질문 선택 토론하기

그림책, 글, 영화 등을 

함께 본다.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질

문으로 만든다. 

나온 질문들을 모으고 

토론 주제를 선택한다.

관련된 질문에 대한 자

기 생각을 나눈다.

6) 평화와 정의를 기존 커리큘럼 안으로2)

현실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가르치기에는 주어진 수업시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은 학생의 학습 부담과 교사의 수업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교과서>라는 별도의 교재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왜냐면 통일 외에도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쳐야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이 중요하지만 새롭게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도 어렵다.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기존 커리큘럼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적용 예3)4)5)

수학

-  우리나라 전체 예산 대비 국방 예산 비율 구하기  

국방예산을 30% 감축하면 얼마의 돈이 남는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

엇인가? 

-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최저 생계비를 벌려면 한 달에 몇 시간 동안 일해야 할

까?3)

- 북한에 대한 교과서의 인식을 그래프로 나타내기(긍정, 부정 제시 비교)

국어(근거를 들어 

토론하기)

북한의 미사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의 순서를 정하고 이유를 말

해 보시오.4) 

① 군비 증강 ② 군비 축소 ③ (북한 아닌)타국과 동맹, 연합 ④ 협상, 외교  

⑤ 경제 제재

사회
-  구한말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연구하기

- 성 역할 탐구하기 :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문화적인 성의 차이5)

체육 피구를 통해 느껴지는 갈등, 기쁨 토의하기

미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듣기 좋은 말과 싫은 말로 분류하기

그에 맞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미국에서는 사회 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을 기존의 커리큘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2)  이언 M. 해리스 외, ‘평화교육(박정원 옮김, 2011), 오름, 163쪽
3)  오국환, ‘비판적 수학교육을 적용한 수업사례연구(2014)’
4)  간우연, 양미정 외(2016),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교과서’ 
5)  Anita A. Wager 외,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박완구 외 옮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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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Ⅴ. 결론

통일교육을 논하기에 현재의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는 몹시 위험하다. 이런 때일수록 평화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눈높이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통일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통일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평화, 

정의, 민주 가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평화를 선택하고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장을 교사와 어른들이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은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가정의 행복을 제일로 생각한다. 더불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평화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좋아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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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주제 

피구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읽으면서 서로 사이좋게 노는 문화 만들어가기

2. 왜 피구 놀이인가?

가. 초등학교에서 피구를 많이 하는 까닭

-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장, 체육관, 교실 등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

- 차지하는 공간이 작은 것에 비해 운동량이 많다.

- 구성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운동을 잘 못 해도 참여하며 나름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수업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다. 공 한두 개와 선만 그으면 된다.

- 규칙이 간단하다. 아이들 누구나 금방 규칙을 익힌다.

나. 피구 놀이의 장점

- 아이들끼리 놀 때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 대부분이 피구하는 동안 날것 그대로 드러난다.

- 심리적 특성을 읽어냄으로써 아이 하나하나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규칙에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참여자 의견을 모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3. 수업 계획

가. 수업 의도 

피구하는 동안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떠올려 살피면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한다.

피구 놀이에� 배우는 평화

최관의 (서울 세명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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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짜임

1차시(피구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이야기 나누기), 2, 3차시(마음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야기 나누기)

4. 수업 내용

가.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나누기

-  기분 좋을 때 : 다른 사람을 맞출 때, 끝까지 살아남을 때, 맞추기 어려운 아이를 맞출 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편 아이들이 부활할 때, 우리가 남을 이길 때.

-  화나고 마음 상할 때 : 공에 맞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아이들이 우길 때, 죽었을 때인데 왜냐하면 

죽으면 마냥 기다려야 하니까, 공이 자꾸 상대 팀에게 넘어갈 때, 공을 우리편에 던졌는데 잘 못 

해서 상대편으로 가서 오히려 우리 편이 맞고 죽을 때, 공이 나한테만 안 올 때 그만하고 싶다. 

다른 편이 던지는 공을 잡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 공에 맞아서 죽을 

때, 내가 패스한 공을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가로챌 때.

-  남이 내게 공을 양보해줄 때 : 내가 서 있는 데가 모서리라 공이 잘 안 와 기분이 별론데 내게 

공을 주면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공이 안 와 기분이 안 좋은데 내게 공을 주면 그 아이가 

좋아진다.

-  내가 남에게 공을 양보할 때 : 나 스스로 뿌듯해진다. 못 하는 사람한테 양보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그 사람한테 공을 넘겨주면 상대편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던질 수 있는 공을 

다른 아이에게 줬을 때 그 아이가 맞추면 기분이 뿌듯하다. 남을 위해 봉사해서 기분 좋은 거랑 

같다.

 

나. 마음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  화날 때 떠오르는 것 : 색(검은색, 빨간 피, 차가운 얼음), 모양(폭발하는 화산, 쓰나미, 지진, 

번개, 터진 풍선), 선(뾰족뾰족한 선, 번개 모양), 느낌(찔리는 기분, 넘어져 까진 느낌, 피가 남, 

머리를 뭐로 맞은 느낌, 칼에 베인 것 같음, 누가 때린 것 같음)

-  기분 좋을 때 떠오르는 것 : 색(노랑, 보라, 연두, 분홍), 모양(활짝 핀 꽃, 구름, 잔잔한 물, 봄에 

핀 꽃, 숲 속), 선(부드러운 선, 잔물결), 느낌(엄마 품처럼 포근하고 따스함, 보드라움, 이불 속 

같음, 솜)

 

다. 수업 마무리하며 아이들이 한 말

-  도현 : 이제부터는 친구들이랑 조금 더 사이좋게 공을 나누어가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할 거예요.

-  강민 : 친구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도 조금 더 잘 지켜주면 조금 더 행복한 피구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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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준 : 한 사람만 계속 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은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넘겨주면 

좋겠어요. 

-  선규 : 아이들이 공에 맞았을 때 빨리 나가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  찬송 : 맨 처음에 한 명이 남을 괴롭히거나 규칙을 안 지키면 점점 싸움이 커지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남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성연 : 딴 사람이 쉽게 맞았다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자마자 공에 맞고 죽어 

화나는데 놀리니까 더 화나요. 내가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금방 죽으면 

화가 더 나는 것 같아요.

-  강민 : 공을 몇 명이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몸이 잽싼 사람이 공을 나누어주어야 서로 

편안한 피구를 할 거 같아요.

-  승미 : 아이들이 피구할 때 자기 공이 아닌데도 가로채니까 그 때 기분이 나빠요. 자기 공을 잘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5. 평가: 피구 놀이에서 배우는 평화

가. 피구 놀이를 어렵게 하는 모습

-  규칙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다. 공에 맞아 나갈 때 화나는 

걸 참지 못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툭툭 치거나 

때리기도 한다. 들고 있던 물건으로 아이들 머리를 치기도 하고. 이런 아이는 누군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누가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이야기하면 자기 욕을 한다며 느닷없이 때리기까지 한다.

-  나한테만 공이 안 온다고 말하며 울상을 짓거나 짜증내고 심지어 놀이판에서 나가 혼자 

운동장이나 체육관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도 있다. 때로는 교사에게 하소연하면서 이 놀이 

그만하면 안 되냐고, 왜 맨날 피구만 하냐고 따지거나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은 

세상이 나를 위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못 견뎌 한다.

-  놀이 초기 10분 정도 참여하다가 서서히 관심이 줄어들어 놀이판 주변을 돌며 혼자 논다. 

아이들과 뒤섞여 놀지 못하고 혼자 겉도는 거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다시 놀이하는 곳으로 

오지만 이때부터는 놀이를 방해하기 시작한다. 공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이들을 

밀치거나 운동장 바닥에 그은 선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는 하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공이 내 앞에 와도 마지못해 억지로 

힘없이 던진다. 얼굴이 어둡다.

-  공이 내게 와도 공을 들고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어디론가 던져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다 결국 옆에 있는 아이에게 넘기고 만다. 이런 아이들은 평소에도 자기 힘으로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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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걸 두려워한다.

-  몸이 빠른 아이들은 대체로 공에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만 

공을 갖고 논다.

-  자기 실수나 잘못은 모르고 남에게 잘못을 돌리며 싫은 소리를 해서 끝내 싸움을 일으키거나 

다른 아이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

-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냐고 잔소리를 쏟아내는 아이가 있다. 이런 아이는 협동 

학습을 할 때도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남을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경향을 보인다.

나. 한 발 물러서 내 마음 읽어내기

피구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날카롭거나 

부드러운, 신경질을 내거나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남을 무시하거나 배려하는,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거나 힘차고 적극적이거나,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가볍게 넘어가거나, 내 것만 

챙기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정확히 지키는 등 온갖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이 모든 모습이 뒤섞이며 조화를 이루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놀이판은 깨지고 

사이는 틀어지고 만다.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이 깨지는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배움의 기회다.

피구 놀이에서 나타나는 온갖 모습은 유전적 특성이나 기질, 성장 과정, 학급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모습, 아이들 관계의 특성 등 그 뿌리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내 마음을 한 발 물러서 살펴보며 나와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는 

경험은 서로 행복한 사이를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화내고 우울해지며 놀기 싫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 게 된다. 화내거나 

우울해지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누구나 

때때로 화내고,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진다는 것만 알아도 죄책감에서 벗어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마음의 힘을 돌릴 수 있다. 마음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으려 눈길을 

돌리기만 해도 이 수업은 성공한 수업이라고 본다.

다. 수업하고 나면 피구 분위기가 확 달라질까?

수업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이 한 말을 살펴보면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수업 다음 날부터 피구 놀이에서 다툼이 없어질까? 전보다 아이들이 규칙을 더 제대로 지키고, 

남에게 내 공을 주려 하고, 내 앞을 스쳐 지나가도 공을 가로채지 않을까? 

규칙 어기는 건 여전하고 다툼도 벌어지고 울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 덜 화내고, 규칙을 덜 

어기고, 남을 덜 아프게 하려는 아주 작은 변화는 일어났다. 언뜻 보면 수업을 하나 안 하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티끌만한 변화가 보인다.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의 밝은 빛이 아주 작은 틈새로 

보인다.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온갖 까닭이 뒤얽혀 있는 문제기 때문에 몇 번 수업했다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어디 사람인가? 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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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 윽박지르거나 악쓰고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줄여가고 

서로 속상한 걸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수업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사람 사이에 얽힌 문제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기계를 고치는 것과 달라 방향을 잡고 꾸준히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사이좋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곧  

목적이다.

최관의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는 학교’를 만들자며 서울 세명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청소년문화연대 “킥킥”에서 발간하는 웹진에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연재했고 

“우리아이들”에 “관샘의 교실이야기”를 3년간 연재 했다. 지은 책으로는 『열다섯, 교실이 

아니어도 좋아.』(도서출판 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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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교육과 관계 개선 활동 –인형을 이용한 사례 연구

다양한 상황에서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고 마음 속의 뭔가를 끌어내고 상상하게 하는 

인형을 이용한 활동은 어디서나 다양하게 활용 가능.

사례 연구1]에서 불공정, 차별, 환경 오염 등 자신이 소속된 체제에 대한 공동체 의식 고양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이 놀라우며 ‘지식과 관심’을 키우기 위한 

방식으로 적절.

사례 연구2]에서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더욱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 떠오르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감정 이입을 해보는 것은 특별한 각본 없이 한다는 점에서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과 감정에 솔직해 보고 역지사지를 해볼 수 있는 장점. 한 여성이 강아지를 관찰하면서 

사람도 강아지와 같이 다양한 표식을 통해 영역 표시를 한다는 것을 처음 깨닫고, 살고 있는 지역 

사회가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임. 

사례 연구3]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서 벗어나 다른 현실을 꿈꾸거나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신감을 높임. 직접적인 직접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 어린이도 인형의 캐릭터가 되면 더 부담 없이 이야기를 훨씬 더 잘하게 된다. 익명성의 

효과에 주목.

사례 연구4]에서 느린 테리한테 안젤라가 “네가 끼면 나머지 애들은 게임이 재미 없어질 

거야”라고 하자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교사가 테리에게 친구들 앞에 당당히 서서 네 생각을 

말하라고, 너는 다른 것뿐이고 네 입장도 중요하다고 말해준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임. 흔히 

이러한 무시나 모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로 인한 

평화교육 사례에 대하여

정진화(서울 강신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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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비난하거나 벌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 지 대처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중요- 마음의 힘. 

사례 연구5]에서 어떤 잘못된 체제와 생각에 대해 침묵하거나 넘어가지 않고 인형과 유머를 

사용하여 세심하고 적절하게 꺼내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평화교육에서 인형이 즐겁고 흥미로운 

도구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다만 아이들 나이에 따른 흥미와 관심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문. 예컨대 유초등과 중등의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최근 어떤 주제든지 영상을 많이 활용하는데, 집중력은 높으나 아이들의 적극적 참여는 

어려운에는 한계가 있다. 인형을 통해서 직접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소통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보임.

 

2. 피구 놀이에서 배우는 평화(최관의)

-  단순한 피구 놀이로 끝나지 않고 피구 놀이에 대한 3차시 수업을 통해 피구 놀이를 하는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한 착상이 신선.

그냥 피구 놀이를 했을 때는 팀별 개인별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팀이 잘해야 

한다는 데 강조점을 두어 열렬한 응원 분위기를 만들고, 경기가 끝나면 진 팀에게 승복하라는 것과 

이긴 팀에게 잘했다고 격려하는 식으로 진행.

피구 놀이를 할 때 나타나는 자기 마음의 변화를 드러내고 말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함으로써 놀이의 승패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마음의 변화를 알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알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임.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 수업의 주안점이라고 보이며, 이것이 평화 교육으로 연결. 더 

나아가 알피 콘의 ‘경쟁을 넘어서(Beyond Contest)’에 나오듯, 개별이든 팀별이든 경쟁을 시키는 

놀이와 운동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놀이와 운동을 개발할 필요.

3. 평화지향적 통일 콘텐츠 개발(양은석)

그동안 통일 교육은 한국전쟁 이후 멸공 → 승공 → 반공 → 안보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제 

평화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통일 교육이 한국 현대사 교육과 맞물려 있어 정권에 따라 현대사 해석이 다르게 서술됨으로 

통일 교육의 방향도 상당히 영향을 받음. 남북 대화와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대 초반을 지나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북한 핵, 북한 인권 등으로 통일 논의가 크게 후퇴하고 어려워진 국면에서 

통일보다 평화 개념으로 풀어가려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112 _ 평화교육 심포지엄



평화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나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갈등 조정, 남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존 등의 주제로 접근.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은 더 많은 논쟁과 반론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학생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고 교류한다는 방향은 중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제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근거를 두고 평화 통일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학생들이 접하는 북한에 대한 소식이 핵, 전쟁, 기아와 관련된 모습이 대부분”이며, “북의 

기아에 대해 인도적 도움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만 “경제적 우위에 놓인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우월의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

그러나 북의 체제에 대한 설명과 논쟁보다 어려운 동포를 돕는다고 하는 인도적 접근 또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전에 있었던 실제 교류와 협력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함.

  예 1) 2010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 캠페인(신화중). 

  예 2) 남과 북의 탁구 단일팀으로 승리한 영화 ‘코리아’를 보고 난 소감(강신중). 

발표된 두 분 사례 모두 초등학생 대상이므로 중고생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음. 중고생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고 모둠 활동을 하는 것을 초등학생보다 더 꺼리고 희화화하거나 누구와 

모둠 활동을 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더 섬세하게 고민해야 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강제되고 교사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자유로운 토론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고, 학생들의 관심과 

열의도 높음.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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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육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을 순순히 따르도록 요구받기도 했다. 권위주의 시기에 교육은 

노골적으로 권력의 시녀 역할을 강요받았다. 민주화 이후 교육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정치는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은 정치 주요 사안에 대해 ‘가치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 시대에도 교육은 객관성 혹은 

가치중립성이라는 명목으로 ‘몰가치화’ 혹은 ‘탈정치화’가 되고 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이른바 주지교과에서 이런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통일교육은 오랫동안 ‘정치적 욕망’이 가장 노골적으로 투영되는 장이었다. 권위주의 시기에 

통일교육은 반공주의를 주 내용으로 했다. 자유·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토대로 북한과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성을 강화시키는 이념교육이었다. 물론 이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화 

과정(legitimization process) 일환이었다. 정당성이 약한 권력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통일교육은 변화를 요구받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정부 정책과 

남북한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여전히 통일교육은 정치의 필요와 정부가 남북한 관계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교사는 수동적으로 그러한 요구에 순응해야 하며, 

학생은 정확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한 채 교육 내용의 변화를 암기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교육에서 학생들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학교는 분단과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한국사회 구성원 가운데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쉽게 “예”라고 답변하기 힘들 것이다. 이본 네일러 대표의 

발표문 가운데 <사례연구 5>에 나온 말씀을 통일교육의 현황에 적용해서 말해보면, 통일교육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일을 꺼려해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많은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혹여 위배될까 두려워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교사들도 이본 

대표님 말씀처럼 “갈등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이들의 머릿속에 파벌들의 견해를 

통일교육의 사회적 �할은 무엇인가?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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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주는 일에 대해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한국 교사들은 이 문제로 

인해 자칫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교육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을 통해 폭력과 갈등으로 

얼룩진 분단 역사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자신의 친구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극복하는 일부터 나아가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이르는 거시적인 서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평화와 정의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양은석 

선생님과 최관의 선생님의 발표는 매우 제한된 교사의 재량권 아래서 정부주도의 하향식(top-

down)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의 도움으로 스스로 평화의 가치와 태도 

그리고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학교 

현장에 실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실 한국의 교육 현장 분위기에서 이러한 

시도조차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통일교육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이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가치들 - 평화, 민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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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터 소개





어린이어깨동무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평화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녘어린이지원, 평화교육문화활동, 남북어린이교류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북녘 어린이 지원 활동

어린이어깨동무는 1996년부터 북녘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량과 의약품 지원, 콩우유 

급식, 어린이병원 건립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사업

- 평양의학대학병원 어깨동무소아병동 설립 및 운영

-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 설립 및 운영

- 장교리인민병원 설립 및 운영

- 남포시소아병원 입원병동 신축

- 북녘 의료인 교육사업

- 긴급구호, 의약품 지원 등 

○ 영양증진사업

- 두유 생산설비 및 원료 지원

○ 교육환경개선사업

- 평양 어깨동무학용품공장 준공, 어린이시설 개보수

■ 평화교육문화 활동

어린이들이 분단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더 이상 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만남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화교육문화활동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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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평화통일교육

○ 평화통일교육 강사단 ‘평화길라잡이’양성

○ 평화교육 연구

○ 평화교육 교재 및 교구 제작

○ 남북어린이 교류 : 그림교환과 어린이대표단 평양 방문

○ 피스리더 활동 : 어린이 캠프, 청소년(이음이) 프로젝트 등  

○ 동아시아 어린이 교류 및 지원

○ 시민평화행사 및 캠페인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는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평화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다양한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개인과 가정, 

학교 등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공간이 되고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평화에 대한 고민을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민들의 요람을 지향합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과 북 어린이의 평화로운 미래에 공감하도록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문화활동을 펼칩니다. 

- 보편적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확대를 위해 연구하고 실행합니다.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대합니다.

-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서로 평화롭게 만나는 날을 꿈꾸며 다양한 교류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  청소년들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평화로운 통합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함께합니다.

-  청소년들이 평화감수성을 가지고 친구와 가족, 이웃을 생각하고 대하는 평화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동아시아의 청소년들이 평화를 지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류합니다.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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