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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을 맡게 된 정영철입니다. 

어린이어깨동무가 이번에 평화교육센터를 개원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

딛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냉전이 해체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

의 한 복판에 갇혀 있고, 남북의 상대방을 향한 거친 언사는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는 언제든 남북의 충돌이 발생하여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불안한 평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런 상황에서 평화는 단지 지향해야 바람직한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

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과 삶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는 이러한 ‘불안

한 평화’를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진정한 평화를 남겨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적 책무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 단체가 개인, 집단, 국가의 갈등을 넘어서는 평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한

반도 군비경쟁을 반대하며 군축과 비핵, 반전 등의 구호를 내걸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모

두에게 보편적 가치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전쟁’과 

‘파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 공존, 화해와 협력, 신뢰와 연대, 정의보다는 적대

와 갈등이 ‘승리’라는 이름과 함께 사회전반에 만연해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결국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공포, 적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재앙에도 눈을 감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

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는 분단이 가져온 상처, 공포, 적대감을 극복하고 공존과 화해, 신뢰

의 가치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남북의 화해

와 협력이자, 동시에 신뢰와 연대의 강화일 것입니다.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는 이러한 가치를 중심

에 놓고 미래세대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개원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부

족하고, 경험도 일천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옛 분들의 지혜를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

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정 영 철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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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내  용

 14:00 ~ 14:30 등록

개회식

14:30 ~ 15:00

인사말 및 주제 강연  

이기범(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1부

15:00 ~ 16:20 

사회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   정용민(월계고등학교 교사) 

평화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시도 

패널   김선혜(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배성호(삼양초등학교 교사) 

이대훈(성공회대학교 평화학 교수)

16:20 ~16:30 휴식

2부

16:30 ~ 17:50

사회  황윤옥(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 부센터장)

발표   정영철(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평화통일을 위한 어깨동무의 길 찾기

패널   김동진(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 국제평화학 겸임교수) 

박보영(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강의교수)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17:50 ~ 18:30 종합토론

사회  박종호(신도림고등학교 교사)

리셉션

18:30 ~ 19:30

만찬

평화교육센터 소개

2016 일본 대학생이 본 ‘평양’

발표  테라니시 수미코

(남북어린이와 일본어린이 그림마당 일본 실행위원회 활동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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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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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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교류프로그램을 준비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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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하는 사람들

소장

정영철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강주원 |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동진 |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평화학 대학원 겸임교수

박종호 | 신도림고등학교 교사

정경화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원

최관의 | 서울 세명초등학교 교사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주제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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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깨동무는 어린이들이 분단과 사회폭력이 남긴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를 공동선으로 

추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평화교육을 펼치고 있다. 초기에는 행사를 통해 평화문화 놀이

를 즐겼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평화교육을 기획하였다. 1998년 평화

교육 시범 교재를 만들었고, 다음 해부터 ‘순회 평화교육’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

문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2015년까지 4만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사연수와 

교재 발간, 홈페이지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일상과 평화를 연

결하려고, 평화캠프, 문화예술 놀이, 동아시아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평화워크숍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꾸준하게 시도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전담 강사인 ‘평화길라잡이’를 양성하여 교육

역량을 내실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의 평화교육사업을 위탁받아 경기도 전역

에서 더 많은 어린이를 만나고 있다. 아동기부터 참여하여 시민으로 성장하여 활동하는 생애주

기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평화지킴이’, 청소년들의 ‘평화이음이’, 청년들의 ‘평화열음이’라

는 작은 공동체를 확장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읽기’ 모임과 평화여행도 이어

가고 있다. 

어깨동무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에 평화교육을 정착시키고 확산하는데 기여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사회와 한반도에 뿌리내린 비평화의 구조와 문화는 생

각보다 굳건하다. 사회 분열과 갈등이 늘어나고 남북 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

게 실망스럽다. 우리사회가 평화롭지 않고 남북 관계가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평화교육의 문을 

더 활짝 열어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평화교육센터를 개원한다. 개원을 계

기로 어깨동무한 마음을 다잡고 더 진지하고 더 재미있게 교육할 것이다. 오늘의 기념 심포지엄

에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발표와 토론에 앞서 어깨동무 

평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 

사회통합과 통일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평화교육

이기범(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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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교육은 통일의 과정과 결과에서 평화를 공동선으로 추구하는 시민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어깨동무는 설립 취지문에서 “통일의 과정과 성패는 무엇보다도 이를 이끌어 갈 저력 있는 

시민집단의 형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들이 통일을 주도해야 하고, 그 역량을 기르는 

시민교육이 곧 통일교육이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통일은 분단보다 더 좋은 상태, 즉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이 더 고양되는 ‘좋은 통일’이어야 한다. 좋은 통일이 실현해야 하는 좋음, 즉 

공동선은 평화이다. 시민들이 평화를 공동선으로 추구함으로써 좋은 통일인 평화통일을 이룩

할 수 있다. 어깨동무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평화 통일에 합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소명은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 시민교육으로는 평화통일을 이끌어갈 시민의 역량을 개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자

유, 평등, 인권, 정의 등 민주적 가치를 익히고 실천하는 시민교육에 더하여 평화교육이 요구된

다.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이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남과 북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평화교육은 충

분조건이다. 어깨동무는 설립 취지문에서 분단으로 인한 왜곡과 증오를 가르치기 이전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고, 창의적이고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하자고 

제안한다. 평화를 통일의 공동선으로 삼고 활용하여, 통일 세대 어린이들이 분단이 초래한 폭력

과 억압을 성찰하고 비판하며 평화 통일의 비전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1) 어깨동무의 평화교육은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이 결합된 ‘통합교육’으로서 평화 통일의 주체가 될 시민을 육성한다. 

 

2. 교육목표를 재점검하고 남북의 공존과 교류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최근 남북 관계에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북의 핵 개발에 대처방안으로 독자적 핵 무장, 전

술핵 배치 등 무력을 앞세우자는 주장이 세를 떨치고 있다. “네가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준비

하라”(Si vis parem, para bellum)는 과격한 격률이 유일한 해결 방안처럼 제시되는 추세가 매우 

불안하다. 국제 조약 가입과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이런 선택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해

야 한다. 실질적 안보 강화와 병행하여 시민사회에 의한 대처 방안 제안과 공론화가 활발해야 한

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공론도 부족한 듯 하고, 공론을 수렴하여 현실적 해법을 찾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는 더욱 부족하다. 남북 관계의 위기에 직면하여 평화교육의 역할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남북 관계의 현안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 더 근

본적인 탐색에 주력해야 한다. 안보 담론은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가와 동맹 간에 갈등을 관리하

는 ‘현상 유지적 노력’에 치중한다. 반면에 평화 담론은 이상주의 입장에서 개인, 집단, 국가, 세계

의 수준에서 더 바람직한 공동선을 추구하자는 ‘현상 변혁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2) 상황에 따

라 안보 담론과 평화 담론의 사회적 비중이 달라지겠지만, 두 담론의 각각의 역할이 인정되고 유

1)     이기범. 2004. 민족, 인권, 평화에 관한 다원적 통일교육의 인식론. 교육과정평가연구. 7(2): 173-196.
2)     김명섭. 2002.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127-153. 서울: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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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어야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현 위기 국면에서 안보 담론이 힘을 얻더라도 평화 

담론과 평화교육 또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우선 평화교육은 북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몇 해 동안 북은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대로만 각인되고 있다. 그러면서 남도 전쟁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전론’이 만들어져 간다. 전쟁의 가능성은 늘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교육은 현실의 변혁을 

일깨우는 사명을 갖고 있으므로, 대화와 공존의 상대로도 북을 인식할 여지를 갖고 그런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남북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활발했을 당시에는 그러한 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보이

기도 했지만, 현재의 어린이들은 그런 관계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없다. CBS노컷뉴스가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를 1992년 청소년연구원의 조사와 비교하면, 이런 

작업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3) ‘자신들이 남북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21%에

서 37%로 크게 늘었다. 현재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 중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남북한을 적대·대립

관계로만 생각한다'는 응답이 10%에서 31%로 더 크게 늘었다. 청소년들은 남북을 적대 관계가 아

닌 다른 관점에서 보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런 관심을 적절하게 전환시키면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신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남북 공존은 가능하고 좋다는 인식이 생겨나야 한다. 어

깨동무가 북 어린이들을 지원하여 많은 생명을 살린 사례, 그런 지원을 통하여 북 주민들이 적대감

을 누그러뜨린 사례, 어린이들이 방북하여 북의 어린이들과 교류한 경험들을 모델로 활용할 수 있

겠다.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남북 협력의 다양한 사례가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다. 평화교육 초기

와 달리 가상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교류와 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교육자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북이라는 상대의 양면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남과 북이 왜, 어떻게 대화하고 교

류해야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장을 새로 열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평화 통일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북의 공존과 대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새로 다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남북 공존의 관계가 자라나는 토양이 되는 사회통합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남한 사회 내에서 공존과 상생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북과 교류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

과 역량이 커진다. 지난 몇 년 동안 남북 대화와 공존에 대한 관심이 메마르게 된 이유는 남북 관

계에 긴장이 고조된 것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삶이 핍

박해지면 각자도생의 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사회 내는 물론 북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데 관

심을 가질 겨를이 없게 될 것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상생의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들

끼리 상생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발적 요인도 큰 변수로 작용한다. 평화교육은 협력과 상생의 관

계를 증진하는 데 개입할 수 있다. 

지난 10월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2016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를 

발표했다. 기본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는 출산율, 고령화, 노인빈곤율, GDP 

대비 복지지출, 자살률 등은 여전히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도 물론 걱

3)     CBS노컷뉴스. 2015. 08. 12. 청소년 통일 의식, 23년 만에 '통일 불필요 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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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지만 사회통합의 상태도 큰 걱정이다. ‘사회통합성’ 지표는 구성원들이 사회에 갖는 귀속감

을 평가하며, 평가 점수가 낮은 만큼 자신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구성원들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4) 사회통합 지표에서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나

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비율은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50대의 고립감은 최하위를 기록했

다.5) 타인 신뢰도는 하위권을 밑돌았고, 사회관계 신뢰도와 정부 신뢰도는 최하위 권에 머물렀다. 

사회통합성 지표의 대부분이 최악과 취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시민들이 자

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그 결과 사회관계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들의 삶의 질도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

년에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국제아동기금(UNICEF)의 30개국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삶에 만족하는 비율과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30개국 중 최악이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26위로 나타났다.6) 이러한 불만과 불안이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이 될 것이다.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 폭력과 살해는 어린이들의 생존과 성장 또한 위기에 처해 있

다는 경고의 하나이다. 

타인, 사회관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서 북과 신뢰 관계를 시도하기 어렵

다. 생존과 사회통합의 기본 조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누가 남북 대화와 공존에 의욕을 갖겠는

가? 현재의 삶이 형편없고 미래에도 희망이 별로 없으므로 좌절감과 무기력이 팽배해지면 폭력으

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동이 불거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일상의 폭력을 걱정해야 하는 지

경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제구조가 개선되어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만, 사회

통합의 몇몇 조건들은 평화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며 노력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다. 평

화교육은 어린이들의 불안과 좌절감을 치유해야 한다. 신뢰와 희망을 체험하게 하고 존재감을 증

진시켜야 한다. 평화교육은 남북의 공존과 교류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

는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 

4. 문화적 폭력을 감소하여 사회통합과 구조적 평화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통합의 수준이 낮아서 시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정도가 낮아지게 되면 문화적 

폭력이 증식하기 쉽다.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면 착취와 억압에 

취약하게 되고, 그 당사자 또한 합리적 방식으로 행동하기 어렵게 된다.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권

리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문화적 폭력에 해당되며, 이를 빌미로 정치경제 영역

에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구조적 폭력 혹은 간접적 폭력으로 규정된다. 문화적 폭력은 학교교

육, 사회매체, 대중문화, 예술, 종교 등을 통하여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평화학 연

구들은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간접적 폭력)을 매개로 하여 무력에 의한 문제해결이나 군사적 

4)     강신욱. 2010. OECD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의 이해. 보건복지포럼. (167). 122-127.
5)     지표에서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을 유지하는 범죄율과 통계 처리가 논란이 되는 투표율은 제외하였음.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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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같은 직접적 폭력을 촉발한다고 지적한다.7) 또한 이러한 폭력의 고리는 문화적 폭력을 감소하

여 끊을 수 있다고 적시한다. 평화교육은 어린이들이 자신이 저지르는 문화적 폭력을 인지하고 인

정과 존중의 관계를 향해 노력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구조적 폭력을 초래하는 체

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구조적 폭력을 줄여 나가야 한다. 

어깨동무의 평화교육은 초기부터 문화적 폭력을 일상에서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산하는데 

주력하였다. 문화적 폭력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대부분의 폭력이 번식한다는 연구

의 성과를 참조하는 한편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보다는 교육을 통한 변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적 폭력은 검토와 성찰을 거치지 않고 부당한 편견을 수용함으로써 발생하기 

쉽다는 것에 착안하여 자기이해와 자기성찰을 강조하였다.8) 어린이들이 자기 안의 차별과 편견

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

하다고 인식하였다.9) 자기 안에 잠재한 폭력을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더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에 적합한 활동을 기획하였다.10) 그리고 더 타당한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가 가능한 만큼, 상대를 비판하기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

는 다양한 가능성을 찾도록 장려하였다.  

어깨동무가 평화교육의 최초 프로그램으로 북 어린이들에게 보낼 ‘자기 얼굴 그리기’를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자기 얼굴 그리기는 자기이해와 자기표현의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타

자인 북 어린이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즉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자기성찰을 통하여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연극, 

표현활동, 놀이 등을 통하여 자기 안의 폭력을 성찰하고 수정하며 평화문화를 어린이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도록 장려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가다듬어 사회통합이 저하되고 문화적 폭력이 증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모색하고, 그 이론에 터하여 더 정교하고 즐거운 교육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즉, 현상을 보는 데 그

치지 말고 현상의 원인을 진단해야 치료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이치이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단순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그 저변에 과다한 ‘인정투쟁’이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을 참고할 수 있겠다. 인정투쟁 이론은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의 인정을 통하

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며, 더 인정받기 위하여 한편으로 자신에 대한 과시, 허식, 

위선 등의 행태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에 대한 무시, 차별, 배제 등의 행태가 나타난다

고 주장한다.11) 명품을 탐하거나 SNS에서 ‘좋아요’를 갈망하는 모습들, ‘일베’에서 보이는 차별적 

언동이 그런 예가 되겠다. 이러한 이론을 활용하여, 인정투쟁을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진정시키

7)     Galtung, J.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외 옮김. 19-20. 서울: 들녘.
8)     이기범. 2002. 한반도 평화운동과 평화교육.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489-518. 서울: 풀빛.
9)      어린이어깨동무. 2000. 남북한 평화공동체를 위한 평화교육. 5; 어린이어깨동무. 2001. 남북한 평화적 통합의 비전, 평화

교육. 4.
10)     어린이어깨동무. 2000. 8.
11)      이기범. 2016. 루소의 ‘에밀’ 읽기. 39-43. 서울: 세창미디어; 장은주. 2008. 상처 입은 삶의 빗나간 인정투쟁. 사회비평. (3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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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여 문화적 폭력을 줄여 나갈 수 있겠다.     

5. 평화의 덕목을 실천하는 터전으로 작은 공동체를 확산하여 공동체적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문화적 폭력을 줄이면서 대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평화라는 공동선에 

관련된 덕목들을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실천하고 습관화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필요한 덕목들은 

이미 언급된 인정, 존중, 신뢰 외에도 관심, 감사, 관용, 인내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덕목들을 

추출하여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평화의 덕목들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실천을 통하여 그 유용함을 체감하며 체화해야 한다. 평화에 관한 지식을 아는 사

람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하고 체험을 시도하는 사람이 평화 덕목을 익힐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평화 덕목들을 실천하여 문화적 폭력을 감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동 차원에

서 사회제도를 더 정의롭게 만드는 데 참여하여 구조적 평화를 증진하는 경험이 활발해져야 한

다. 사회통합이 약화되거나 문화적 폭력이 악화되는 현상 그리고 앞에서 예로 든 인정투쟁이 격

화되는 추세의 개선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제도의 변화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과다한 인정투쟁이 일상의 평화를 깨트린다고 할 때 그것을 심리적 처방 뿐 아니라 사회구

조의 변혁을 통하여 감소시켜야 한다. 학급,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된 법과 제도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꾸려는 공동의 시도는 어린 나이에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국가인

권위원회에 색연필의 색 이름인 ‘살색’이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하여 ‘살구색’으로 바

뀐 사례,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 교통요금을 할인해주지지 않는 차별을 시정한 사례 등이 있다. 

어깨동무에서도 어린이들이 교황, 미국 대통령 등의 지도자에게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는 글을 쓴 

사례가 있다.    

평화교육은 모둠의 형태 등으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덕목 실천과 제도 변화의 보

람을 함께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덕목의 지속적 실천은 혼자하기도 어렵고 몇 번의 프로그램

으로 습관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작은 실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야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협력적으로 평화의 결실을 키워나가도록 장려해야 한다. 어

린이들이 작은 제도일지라도 그 변화를 경험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변화를 확산시켜 나가면, 그 

과정이 역량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된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체험한 어린이들이 사

회에서 큰 변화에 도전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작은 공동체는 시민사회의 터전이 된다.

어린이들은 작은 공동체에서 평화의 덕목들을 체화함으로써 평화를 저해하는 문화적, 구조적 

폭력의 감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평화라는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

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작은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 어깨동

무는 국내에서는 ‘평화지킴이’ 모임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는 평화워크숍을 통하여 작은 공동

체를 늘리는 일을 해왔다. 초기 지킴이들은 이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후배 어린이들의 멘토 역

할도 하고 후원금도 보탠다. 

이런 점에서 평화교육이 지지하는 시민의 모습은 자유주의적 접근처럼 원할 경우에 시민사회

에 참여하는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시민공화적 접근처럼 시민사회에 참여를 본질과 의무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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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적 존재에 가깝다. ‘영구평화론’을 통하여 근대 평화철학의 골격을 세운 칸트가 가장 강

조한 조건은 “모든 국가에서 시민적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이다.12) 공화적 시민이어야 하는 

이유는 전쟁과 평화 같은 국가의 중요 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고, 그런 시민

들은 전쟁을 쉽게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당장의 전쟁과 폭력을 막는 일은 시급하

고 훌륭한 일이다. 평화교육의 참여자들이 전쟁과 폭력의 발생 조건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변화시

키려는 공동체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일은 더 든든하고 훌륭한 일이다. 평화를 사회통합과 통일의 

공동선으로 교육한다는 의미는 어린이들이 평화의 내용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뜻이며, 그런 공동체적 시민을 육성하는 일이 평화교육의 목적이다.    

12)     Kant, I. 2015. 영구평화론. 박덕환, 박열 옮김. 서울: 범우사.



1부



16 | 한반도 평화교육의 길을 찾다

Ⅰ. 평화시민교육의 필요성

경기도 교육청이 2014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발행 이후 평화시민교육, 세계시민교

육 인정교과서를 개발하면서 미래세대의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세계교

육포럼 결과, 유네스코에서 경제적·환경적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

을 학교교육의 역할로 명시하면서 시민성교육에 대한 학교교육의 대응이 적극 필요해졌다. 지구

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자들은 방법론적 국가주의1)에서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로 

과학적 개혁을 요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적 공유 사회와 초국가적 네

트워크 사이의 다양한 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적 · 국가적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시민

성 정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국민국가의 영역성을 절대시하면서 세상을 인식하고 설명하려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방법론적 국가주의
(methodological nationalism)’의 인식론과 연결된다. Neil Brenner(2002)는 전통적 사회과학 이론화에서 나타나는 국
가 스케일 중심적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국민국가라는 공간적 스케일이 존재론적으로 근대적인 정치체계에서 가장 중요
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태도를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라고 칭하면서 비판하였다. 박배균,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제1호(2012), p.40.

Ⅰ. 평화시민교육의 필요성

Ⅱ. 인성교육과 시민성교육

1. 인성교육의 한계와 위험성 

2. 인성교육을 넘어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3. 민주시민교육, 평화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Ⅲ.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1. 통일교육 한계에 대한 몇 가지 성찰

2.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 교육과정

3. 평화시민교육 교수법의 원리 

4.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 모형

Ⅳ. 평화시민교육의 과제

1.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 제작의 한계

2. 평화시민교육의 과제

평화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시도 :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인정교과서 제작을 중심으로

정용민(월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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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청에 반하여 우리 교육 현실은 미래 세대(학습자)의 생존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핵

심 역량 형성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세계적 시민성과 관련하

여 국가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논의와 학교교육의 다양한 실천 영역에서 국가·사회적 요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예컨대 교과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시민의 역량을 제대로 함양해야 한

다거나 다문화 사회에 따른 교과 내용의 변화가 시민성교육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인성교육 강화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교육적 성찰

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법 시행 이후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좋은 인성과 태도를 지닌 민주

시민을 길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치닫고 남북의 협력과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오늘날 학교통일교육이 현

실의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 또한 시민교육의 입장에서 통일교육의 현 주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졌다. 

빈곤, 기아, 환경,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평화시민의식 ·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급속하게 변화는 삶의 환경에서 ‘시민’의 역할이 

개인의 개별적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집단 구성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조정하는 중간자

적 역할을 포함한다고 할 때(이병천, 2004), 미래세대(학습자)의 시민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세계와 지역공동체의 ‘참여자’로서 평화와 공동의 이익 실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유럽통합의 미래는 유럽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태도와 성향, 

의견과 같은 주체적 요인과 유럽 정체성을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는 

제도적 도구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Offe, 2015; 

신해경 옮김,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주민과 이주한 외국인과 공존하며 상생하기 위해 나

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연대와 통합 사회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미래세대(학

습자)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평화능력을 신장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시민을 기르고, 전 지

구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협력적으로 모색하는 세계시민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시민교육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럴 때 ‘세계시민교육’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북한 문제, 즉 통일을 위한 ‘평화시민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전 세계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공부하는 ‘세계시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의 분단은 70년을 넘어가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반(反)평화적인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 소극적 분단평화를 넘어서 적극

적으로 통일평화를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통일의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와 통일

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화시민의 양성이 필요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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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평화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일핵심역량2)을 길러주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는 한반도의 분단과 그에 따른 반

(反)평화적인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행동하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 

현장 중심의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교육청의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인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참여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이 아니라 시민교육이, 통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평화시민교육

의 필요성과 평화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리와 교과서 모형 및 수업모형에 대하여 관찰하고 그 한

계를 살펴볼 것이다.  

Ⅱ. 인성교육과 시민성교육

1. 인성교육의 한계와 위험성 

1)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한 인성교육

학교교육에서 인성은 도덕교육의 영향을 받아 ‘한 개인에 있어서 실천적인 선택과 행동에 관

련된 도덕적 특성’(김원중, 2012)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흔히 이러한 인성교육은 ‘주

관적 내면세계에 비중을 두었던 우리의 전통적인 심성교육(조난심, 1995)’,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행위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성을 형성하는 교육(신차균, 

2000)’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의 필요성은 교육개혁을 논하는 시기마다 주창되어 왔다. 인성

교육에 대한 논의는 1995년 이후 줄곧 있어 왔다.3)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인지 능력 발달 접근

을 기반으로 하여 가치 판단 능력의 발달을 중시한 주지주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최준환 외, 

2009) 제 7차 ~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강조되었으나, 인지적 · 정의

적 · 행동적 측면이 분절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통합적인 인성의 발달을 저해하였다.(김수진,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의 필요성만 강조될 뿐이지 인성교육이 구

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인성교육이 

실행되는 경우에도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기초하지 않고 교사 개인에 따라 개별화하여 실행되고 

2)      핵심역량은 2015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으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
며,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3)      한국사회에서 ‘인성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제2차 대통
령 보고서로 제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흔히 5.31 교육개혁안)에서
부터이다. 이은아, “인성교육의 대안과 방향: ‘경제적 인간’에서 ‘호혜적 인간’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권 4호(2015),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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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수의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대하여 책임감은 가지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불명확, 연수 기

회의 부족 등으로 인성교육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 

또한 오래된 전통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비도덕적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교육에 책임을 

돌리면서 학교가 ‘인성’5)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집중되어 왔다. 그럴 때 ‘인성교육’

은 인성(人性)을 전제로 하는 모든 교육적 노력을 일컫는 것으로6), 전인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과 

동의어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교육을 어떻게 할 것

인가’와 동일한 질문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모든 교과, 모든 교사의 책임이며, 학교교육에서 가

장 우선해야 할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성교육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건

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 공동체 · 자연과 더불어 살

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 가치 · 덕목" 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으로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기본 방향으로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하며, 학교의 장(長)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 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한 인성교육은 기존에 주창되어 왔던 인성교육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우선 인성을 하나의 법률 개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인성 형성과 결정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권력이 올바른 인성

이나 바람직한 인성 또는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 인성은 개별화된 인성이 아니라 집단화된 인성이거나 규범적으로 강

제된 통제받는 인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국가에 의한 표준화된 인성을 강제할 수 있다는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7)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성교육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

사도 인성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양성한 인성교육 

전문가로부터 수혈을 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교사를 대상화하고 규격화된 인성을 교육하고자 

함으로써 잠재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인간의 본성인 인성을 기본법으로 보장하고 있다.8) 인간 고유의 인성을 기본권으로 

4)     엄상현,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태 분석 -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한국교육』, Vol.41, No.4, (2014).
5)      여기에서 ‘인성’은 개인이 지니는 지적·정의적·신체적 특징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인격으로 지

칭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목적에 “바른 인성 함양”을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6)      학교현장에서는 인성을 기르되 국어교과에서는 문학으로써 인성교육을, 음악교과에서는 음악을 통한 정서교육으로써 인
성교육을, 역사과에서는 역사를 통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교육을 하란 것인가에 대하여 정치적 부침 현상으
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7)      국가가 특정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특정 교육은 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보다 법률이 지향하는 가치가 어떠
한 것인가에 따라 그 교육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한 인성교육은 국가 주도의 인
성교육이 규범적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

8)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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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헌법에서는 그 인성이 인간의 내부 영역에 머무르는 한, 국가는 개입해선 안 된다는 원

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강제적으로 교육하거나 주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인격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통해 인격의 자유가 발현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법으로 강제

하려는 교육적 의도는 스스로 모순적인 법적 한계와 아울러 교육적 의도 또한 비교육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2) 인성교육의 ‘과도한 교육화’와 경멸 현상

법으로 의무화하는 인성교육의 과도한 교육화의 위험과 경멸 현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독

일의 교육학자인 릭켄(Norbert Ricken)은 교육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상쇄하는 그것에 

대한 ‘경멸’(Veracthung), 즉 “도덕적인 평가 절하”에 주목하면서 그것의 원인들을 추적한다. 근

대의 교육자와 교육학은 어떤 교육 행위가 그것이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

고 있다. 계몽의 시대 이후 그러한 신념은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과

도한 기대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능(全能)’의 

환상은 현실에서의 냉혹한 결과 앞에서 ‘무기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9) 릭켄은 교육에 대한 과도

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교육에 대한 경멸(輕蔑)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럽과 레이

저슨(Grubb, W. Norton & Marvin Lazerson)은 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그에 대한 비판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데, 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 상승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들을 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고 신봉하면서도 동시에 경멸한다는 것이다. 10)상호 비판세력은 양자 모두 자신들이 지향

하는 교육은 많은 사회문제들의 해결책이며, 상대방의 교육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한다는 논변

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교육적인 의미론(semantics)이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독일의 사회학자 헬무트 

쉘스키(Helmut Schelsky, 1961)는 ‘교육화(educationalization)’ 혹은 ‘교육학주의’ 개념을 사용

하여 근대화의 한 지류를 설명한다. 그는 교육화(敎育化)는 주체에 대한 관념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며(전인은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 정치적인 전략으로써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다. 사회

적 전체주의로서 교육화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 즉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회적, 인간적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전파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성교육의 지나친 강조가 과도한 교육화의 역설을 담고 있다는 관찰의 입장에

서 교육화의 위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화가 교육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확대하여, 교육

을 경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문제의 교육 코드

9)      전상진, “누가 왜 교육을 경멸하는가? : ‘교육의 경멸’ 논변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의 모색,” 『문화와 사회』, 제10권(2011), 
pp.342-343.

10)      W. Norton Grubb & Marvin Lazerson. The Education Gospel. The Economic Power of Schooling.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p.271. 근대의 교육에 대한 열광적 믿음을 ‘교육 복음(education gospel)’이라 칭한다. 교육 복
음에는 개인적이며 사회적 발전에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의 뿌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교육의 제도화 운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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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전환, 바로 ‘사회 문제의 교육화’가 관건이다.11) 결코 교육적으로 풀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교

육적인 영역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일종의 ‘책임 전가와 회피’를 꾀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교육화가 

활용되는 것이 문제이다.12)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

는 교육제도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전가하여 책임을 모면하는 정책들이 가능한 것이다. 가령 청소

년들이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안보의식이 약화되는 이유를 사회 전반의 구조적 요인, 문화적 

맥락, 세대적 특성, 학교교육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교의 통일교육, 교사들이 학생들

을 ‘잘못’ 교육시킨 것으로, 교사집단에게 문제의 모든 책임을 귀인(attribution)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교육화는 일정 부분 외부적 힘에 의해서 강제된(책임 전가와 회피) 것만이 아니라, 

또 교육체계 스스로 자발적인 동의구조에 의해서 수용된(교육의 권력 확대, 교육적 이상의 실현 의

지) 부분과 결합되어 교육의 경멸(輕蔑) 현상이 더 강화되는 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게 된 발단은 2012년 대구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의 자

살 사건을 계기로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문제 등에 

대한 근본 예방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내팽개치

고 혼자 도망 나온 선장을 몰상식한 행동을 두고 사회적 질타가 쏟아지면서 ‘인성’이 중요한 사회

의 의제로 떠올랐다.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여 체계적

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3)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의 부적응이나 학교폭력, 심지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개별 인성의 부재

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구조와 문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문제로 원인을 돌리는 환원주의적 접근으로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구조와 시스템, 권력, 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없게 한다.(심성보, 2015) 개

인의 심성의 변화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부정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숨어 있으

며, 인성교육의 이름으로 순치된 아동을 양산하는 길들이기 교육을 하게 되어 오히려 학교교육의 

경멸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 / 보수적 인성교육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성교

육진흥법」에 의한 인성교육의 지나친 교육화 현상은 경계되어야 한다. 

2. 인성교육을 넘어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은 아이들의 미성숙론에 바탕을 두고 전통적인 덕목을 부각시켜 권위주의 시

대 덕목교육처럼 효행, 예절교육, 훈육교육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인성교육론은 삶

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쟁점과 복잡한 학습, 자율적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질서에 있

어 아동의 역할과 위치를 ‘행동주의적 조건화’ 기법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인다. 윤리적 선택을 하

11)      Bert Lambeir & Stefan Ramaekers, "Humanizing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ization of Health", Educational 
Theory 58(4), 2008. pp.435-446.

12)     전상진, “한국 정치의 ‘편집증적 스타일(paranoid style)’?,” 『경제와 사회』, 통권 제85호(2010), pp.152-182.   
13)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직전의 국회 세미나(2014년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건강사회를 위한 인성운동 세

미나’)에서 김경동의 발제 “위기의 한국사회 인성에서 길을 찾는다” 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위한 처방으로 인성교
육이 요청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성보, “인성교육에 대한 "시민성" 접근,” 『교육비평』, 36(2015.12), pp.16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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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 비판적 사고와 능력 그리고 기술, 자발적 문제해결, 공감, 사회적 기술, 평화적 갈등해

결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젊은이의 인성을 행동 통제, 훈련 또는 강압적으로 각인/주입시키

려고 할 것이다.14)

이러한 인성교육론으로 복잡한 사회적 갈등과 지구촌의 난제들 앞에서 무력할 뿐만 아니라, 무

력한 개인은 ‘정치적 문맹자’가 되어 국가주의적 교육관에 앞에 수동적인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

다. 오늘날 시민사회의 시민은 국가 외에 다른 공적 영역을 만드는 시민으로서 시민성의 발현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국경/국적을 초월하기도 하면서 지구적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

복 입은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인격교육에서 넘어서서 시민교육/인권교육으로 발

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을 ‘인간성’과 ‘시민성(citizenship)’이 융합된 존재로 길러야 한다. 

인간성/사람다움과 시민성/시민다움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보편성으

로서 인간성과 특수성으로서의 시민성의 공존이 필요하다.

사회의 근대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은 시민으로 발전한다.15) 개인이 시민이 된다는 것

은 국가의 불합리한 통제와 개입을 물리치고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은 국가 내에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 개인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시민사회 구성원인 ‘시

민’은 단순히 자신의 권리와 이해관계의 주체를 의미하는 ‘개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을 넘어 

시민으로서 시민권(citizenship)을 가진다는 것은 한 개인이 사회/국가에 참여함을 의미한다.16) 

사회/국가로의 참여는 그 개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사회와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국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권리를 지닌 개인으로서의 시민 개념은 점차 확대

되어 집단권으로 발전하였고, 집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억압받는 집단

을 위한 거부권의 힘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민은 분단과 정전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적대적 공존 관계에서 국민/비국민17) 혹은 시

민/비시민이 구획되고 분열되는 정치 경험에서 정치사회적 시민성이 위협받기도 한다.18) 7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법적 시민권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시민권 회복 운

동이 있어 왔고, ‘세월호’ 와 ‘사드 배치’ 관련 시민권 인정투쟁은 지금도 국가폭력과 국민주권 제

약에 대항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은 법과 제도상으로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서 ‘시민성’을 발휘하면서 공적 주체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소통을 통해 타인과의 공동선을 논의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시민’이 된

다. 따라서 시민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성장을 위한 시민성 교육

(citizenship education)이 필요하다. 시티즌십(citizenship)은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14)     심성보, “인성교육에 대한 "시민성" 접근,” 『교육비평』, 36(2015.12), pp.162-181. 
15)      송호근, 『시민의 탄생: 조선의 탄생과 공론장의 지각 변동』(서울:민음사, 2013), p.9.; 송호근, 『나는 시민인가』(파주: 문

학동네, 2015).
16)      문현아, ‘시민/시민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서울: 동녘, 2015), pp.211-212.; 심성보. 『인간과 사

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서울: 살림터, 2011) ; 심성보,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서울: 살림터, 2014).
17)      국민/비국민의 이분법은 제국주의 일본의 전체주의에서 나온 구분인데, 이것은 내지인/반도인과 같은 식민지 차별과 결

합되어 국가 내 구성원을 통합/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했다.
18)     김동춘, “시민권과 시민성- 국가, 민족, 가족을 넘어서,” 『서강인문논총』, 37(2013), p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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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주어진 지위와 자격, 권리이면서도 함께 책임 · 연대 · 의무를 확인하는 ‘시민됨’, ‘시민

다움’을 말하는 시민적 덕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민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 쟁취를 

위한 역사적 투쟁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미래세대의 시민적 역량은 교육을 통해

서도 함양할 수 있는 것이다.19)

시민성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동시

에 가치 덕목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길 원하며,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의 훌륭

한 시민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학교의 모든 교과들은 대개 본질적/내재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특히 사회과는 교육목적을 민

주시민 육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성과 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교육과학기술부, 2009)20)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강조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2002

년부터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기초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교육을 필수 독립교과

로 도입했다. 영국에서 시민교육 논의가 촉발된 것은 유럽연합(EU) 차원의 ‘유럽적 시민성’ 함양 

교육도 한 몫을 하였다. 유럽 연합의 사회 통합 관련 논의는 리스본 조약에서 강조되었는데, 리스

본 조약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적극적 시민성’ 함양을 세부 교육 목적으로 채택하였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시민적 덕목과 시민의 참여에 달려 있는데’ 이는 결국 적극적 시민성 교

육을 전 사회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시민’이란 정치제도의 안팎에서 다양한 모

습으로 기여하고 참여하는 시민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시민교육이 유럽연합에서 특히 강

조되고 있는 시민교육이 개인에게 사회적 · 경제적 웰빙(well-being)에 이르게 하는 참여와 평등, 

긍정적 기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09) 영국만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적극적 시민’을 위한 시민성 함양 교육을 전체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21)

3. 민주시민교육, 평화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시민성교육의 담론과 실천의 문제는 결국 개인으로서의 인간, 국가시민성을 갖는 민주시민과 

평화시민으로서의 인간,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인간, 글로벌 시민성을 갖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인

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에 대한 배움과 훈

련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실적 삶의 관계에서의 개인은 ‘지역주민으로서의 시민

(local citizen)’, ‘국민으로서의 시민(national citizen)’, ‘세계시민(global citizen)’으로서의 지위

19)      손봉호는 시민성 개념의 본질을 민주 시민적 자질로 파악하고 이제까지의 분단된 현실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 시민적 자
질의 형성을 위한 교육에 직접적인 장애 요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1990)

20)     조철기, “글로컬 시대의 시민성과 지리교육의 방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2015.8), pp. 618-619.
21)     송태수, “시민성 함양의 평생교육 - 영국과 독일의 노동교육 사례,” 『우리교육』 (2015.12).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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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시민성의 범주는 주로 지역시민성을 포함하는 국가시민성

과 세계시민성으로 함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중적 시민22)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키는 시민성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표 1> 시민성과 시민교육

구분
국가시민성(국민)

세계시민성(세계시민)
민주적 시민성 평화적 시민성

영역
개인 / 사회

(individual/social)
지역

(local/national/regional)
세계

(global/international)

시민역량 민주적 역량 평화적 역량 글로벌 역량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1)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의 학습, 즉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논

의할 수 있다.23) 첫째는 민주주의를 통치양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권리

와 통치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둘째는 사회양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회적, 조직적인 측면에서 갈등을 줄이고 공존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

다. 셋째로 민주주의를 생활양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주체적인 삶의 실

천 속에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가 어떻게 이웃과 상호작용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표 2> 민주적 역량을 갖춘 시민성을 위한 교육

민주주의 양식
생활양식

(Lebensform)
사회양식

(Gesellschaftsform)
통치양식

(Herrschaftsform)

핵심 지향
개인적, 사회적,

도덕적인 전제 조건
다수결, 절차, 갈등, 경쟁,  

공공성, 시민사회

민주주의/정치,
권력, 통제, 인권, 국민주권,  

권리, 의결방법

교육의 목표 “주도적” - 학습 사회적 학습 정치-학습

목표 역량 자기(Ich) - 역량 사회적 역량 민주주의 - 역량

출처: Himmelmann, 2007: 269에서 재구성24)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존 가능한 권력질서와 지속

가능한 이익 관계에 대한 시민적 각성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유롭고 평등하면서도 풍

22)      히터(Heater)는 시민의 지위를 다중적으로 보는 다중시민성을 주창하였다. 시민성이 개입되는 공간적인 차원을 지방, 
국가, 지역(국가연합), 세계 수준으로 구분하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다중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중적이어야 한다고 했
다. Heater, 1990; 김왕근, 1999 재인용)

23)     이병준, “다문화시대의 시민교육-교육학적 접근,” 「다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2012), p.16.
24)      Himmelmann, G.(2007). Demokratie Lernen: als Lebens- Gegellschafts- und Herrschaftsform Ein Lehr- und 

Arbeitsbuch. 3. Aufl. Wochenschau Verlag.



한반도 평화교육의 길을 찾다 | 25

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삶의 양식들이 천착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거리 투쟁이 

끊이지 않을 만큼 권력과 이익의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시민성은 국민국가의 다양한 집단들이 인권과 정의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행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적 시민성 교육은 ‘사회정의’를 위한 시민교육으로 나아가

야 한다. 사회정의 지향적인 시민은 불의의 원인들에 민감하며,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구조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의 해결과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전략을 모색한다. 사회정의를 위한 시

민교육은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교육이다. 그것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들이 자신의 사회를 비판하고, 나아가 진보시키기 위한 이해, 능력 그리고 태도를 길러주어야 하

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채택하는 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를 비판하고 변화시키도록 준비시키는데 목표를 둔다.

지역정치와 시민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시민참여가 시민성(Citizenship)을 계발하고 민주시민

교육 효과를 갖기도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성인

교육과 같은 학교 밖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고 보편화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깨어있는 시민을 지원하고, 이러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정치참

여가 이루어질 때 사회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바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25)

2) 평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화시민교육

민주시민 없이 민주국가가 작동될 수 없듯이 평화시민 없이는 평화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없다. 

평화시민교육에서의 시민성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요구하는 시민성으로 만족될 수 없다. 분단시대

의 평화시민의 시민성은 민족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경제-생태 영역을 토대로 한 개인정

체성을 새롭게 구성해 나아갈 수 있다. 

통일된 국가의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 통일국가 시민권을 지향하는 것이 평화시민교육

의 한 축이다. 세계시민성은 스스로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규정하거나 인식토록 하는 일이 중요

한 일이고, 평화시민성은 한반도를 하나의 평화공동체로 지향하고 이를 실천해야 함을 자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분단 현실에서의 일상의 평화적 갈등해결은 물론 남북의 평화적 

통일,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천하는 절대적 ‘시민성’을 발휘하면서 공적 주체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때 ‘평화시민’이 된다.(김동춘, 2013) 이런 점에서 평화시민교육은 여전히 분단 상황의 

극복과 통일의 진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평화공동체 형성을 교육을 통해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촉발하는 평화 선언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고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교육은 갈등하는 국가나 사회 집단 간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 집

단 간의 상호 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평화 전

략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지는 평화(protected peace)가 아니라 작용하는 평화

25)     심익섭, “시민참여와 민주시민교육,”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1권, 제2호(2001),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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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eace), 평화 유지(peace keeping)가 아니라 평화 만들기(peace making)를 지향하여

야 한다. 이러한 평화교육은 국가의 평화 전략에 기초하든 진영의 평화 전략에 따라 선택하든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평화에 대한 교육’, ‘평화에 의한 교육’, 그리

고 ‘평화를 위한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평화전략이 추구하는 ‘평화’의 덕목 또는 가치를 중

심으로 태도와 삶의 기술을 학습하게 한다.

그러나 평화시민교육은 평화교육과 달리 시민교육의 성격과 교양교육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

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어떤 평화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과 그 문제

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행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시민성으로서의 역량(competency)을 기르는 

것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교과 성격을 달리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평화시민교육의 방법

은 평화의 문제를 거대한 ‘구조’와 ‘체계’를 잘게 부셔서 다시 조합하는 근대적 분석방법에 기초

하는 사회학습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존재적 관계 형성의 경험을 시민사회(지역, 이웃)를 구

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문제를 사람의 입장, 사람의 고통과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점이 다

르다.  ‘나와 너의 관계’가 하나의 연결 가능성으로 만나며, 타자가 처한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민

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을 ‘너’로 불러서 만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은 독백(‘그가 왜 그랬을까?’)에서 대화의 방법(‘너는 왜 그랬니?’)으로 

전환될 때 ‘구조’와 ‘체계’의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온 사람의 이야기(narrative)로 전해지고, 그 문

제의 해결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평화시민으로 살아간다

는 것, 평화시민으로서의 자기인식을 늘려가며 연대하고 행동하는 배움을 터득한다.

이러한 경험은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정치교육은 단순한 현상유지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  학습(Politische Erziehung)

이 아니라 정치 교양(Politische Bildung)의 성격을 갖는다. 이 지점에서 독일의 정치교육이 왜 정치 

학습이 아니라 정치 교양인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 교양은 사회화 수준에서 사회 정치적인 

현상 유지의 수용보다는 자신들의 최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회의 내재적 비평에 관여

하는 비판적 시각과 자아성찰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교육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평화시민교육은 평화와 통일 및 시민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 차원

보다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가치 판단을 부가하여 점차적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하

기 위한 역량을 집적하는 교양의 차원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래에 학생들이 경험하

게 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환경의 변화, 통일과정과 사회통합의 과정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포용성과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내용 체계의 ‘학습’(Erziehung)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속교

육으로서의 ‘교양’(Bildung)이라는 측면에서 미래를 전망해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

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시민교육은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하여 교육적 효과를 달

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26)

26)      오기성은 학교통일교육이 이른바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 즉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가 필요한 부분도 엄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기성, “통일교육에서 창의성 
신장 기법의 활용,” 『통일문제연구』, 제21권 2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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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표 3>과 같이 기존의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가 단위로 정의되었으며 이 때 시민의 개념

은 국가 내부를 구성하는 국민과 민족의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27)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 더 이상 특정 국민국가의 시민성 테두리 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지역적 

국가적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시민성 정립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Banks, 2007/2008)28) 이럴 

때 세계시민성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가 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지구적으로 적극

적인 역할을 하여 더욱 공정하고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UNESCO, 2014, 15). 그러나 세계 공동체의 등장으로 국가적 정체

성과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극복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계시민성이 강조되고 있

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인 방안 마련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표 3>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 비교

구분 국가시민성 세계시민성

지위 법적/제도적 도덕적

소속감 제한적 개방적

기초단위 국가 세계

배경 영토공동체 초국가적, 상상의 공동체

행위중심 국가정치제도 세계시민사회

시민정체성 고정적, 경쟁적 유연적, 다중적

출처 : Myers, 2010: 485.29)

개인이 사회와 맺고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를 시민성교육 혹은 시민교육이란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면, 여기에 가치 지향적이고 변혁적인 이데올로기를 투영하여 제시한 것이 ‘민주시민교육’이

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적(democratic)’이라는 말의 방향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

전히 논쟁 중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 개념에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세계’,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지칭하는 대상으로서의 ‘시민’,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의 

방법이자 목표로서 ‘교육’이라는 개념들이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양상이다. 세

계(화), 시민(성), 그리고 교육, 이 단일한 세 개념들에 대해서 아직 채 합의된 것이 없는 마당에 이 

셋이 어우러져 표출되는 복합적 개념인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30) 

27)      이윤주, “세계시민성 함양과 세계시민교육의 실천방안 - 청소년 참여교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2016.1), p.226.

28)     배영주, “세계시민의 역할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재 구상,” 『교육과학연구』44(2) (2013), p.149.
29)      Myers, J.P. “To benefit the world by whatever means possible: adolescents’ constructed meanings for global 

citizenship”,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3)(2010), pp.483-502. 심광택, “생태적 다중시민성에 기반
한 초등사회과 교실수업 설계 - 국가시민성,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5(1)(2016), 
p.43. 재인용

30)     유성상, “아시아에서의 세계시민교육 - 탐색과 가능성,” 『아시아교육연구』 17, 2016.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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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UN의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이후 세계시민

교육은 향후 교육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였다. 즉 학술적인 논의의 장에서 세계시민교

육은 채 엄밀한 학술적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

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특히 각 국가별로 세계시민교육을 교육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선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수용하고, 초·중등 공교육 제도 속에서 교

육과정에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2015년도 이후의 교육개발협력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선도

할 교사들을 선발, 교육/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한바 있다. 또한 시도교육

청에서도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을 세계시민교육으로 대체하면서 단위학교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에서 세계시민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술적인 엄밀함에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을 둘러싼 개념의 논쟁이 활발하지만, 실제 제도 

속 형식 교육 및 비형식 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라 불리는 교육실천을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 

개념적 논쟁과 실천적 확산은 상호 연계되어 세계시민교육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다른 경향으로 다국적 시민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시민성 

개념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세계시민의 출현으로 대치될 것으로 기

대하기는 어렵다. 세계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주권을 지닌 세계 국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세계시

민성보다는 주권을 지닌 각 개별 국가들의 공존과 협력에 기초한 국가 간 시민성(transnational 

citizenship)이나 다국적 시민성(multinational citizenship), 복합적 시민성(complex 

citizenship) 개념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31)

Ⅲ.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교육 

 1. 통일교육의 한계에 대한 몇 가지 성찰

1) 정부 주도 교육체계의 작동과 통일교육정책의 도구적 기능

학문적 체계나 교과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평가하는 첫 번째 특징은 통일교육이 나름의 독자

적인 교육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학문적, 교육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32) 이는 

학습자의 배움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계속적으로 변화된 조건에서 기존의 통일교육을 관찰해볼 

31)      Dauenhauer, B. P. Deep Citizenship. London: Pluto Press, 1996. 변종헌,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아시아
교육연구』 2(2), 2001. pp. 65-85. 재인용.

32)      이는 학생들이 통일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왜 평화시민교육이 필요한가의 문제를 풀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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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리 학생들이 한반도의 분단과 그에 따른 반(反)평화적인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학습 경험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맞물려 있다. 학

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미래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국

가·사회적인 필요 차원에서도 통일교육의 기능과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어느 정권에서나 정부 주도의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학교의 교과교육까지 

전일적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림 1> 에서처럼 통일교육 운영체계는 통일부와 교

육부가 주도하고 장악하는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지원 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부가 통일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통일부

장관이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33) 물론 「통일교육지원법」이 

통일교육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며,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지원 체계를 정부가 전일적으로 주도하여 통

제한다는 결함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34) 통일교육 지원체계가 분단체제의 특수성이라는 제한 

3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
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
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4422호, 2013.3.23.개정)

34)     양정훈,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발전적 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8호(2007년 하반기호), pp. 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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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일교육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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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출발하지만, 여전히 교육체계가 정부의 행정체계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정치의 하위 

수단이 되는 지위에 머무르고 있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부의 통일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정한 의미 기준에 의해 정부의 통제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된다는 점에서 일반교과들이 누

리는 학문 차원의 상대적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며,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학교 통일교육이 교과중심, 학습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일교육정책의 도

구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배움 중심에서 접근하기 보다

는 여전히 통일정책 기조를 교육하는 수단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 지

원체계를 구축하여왔다. 그러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통일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통일교육을 안정

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현 정부의 대국민 통일정책 홍보에 집중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서 정부

가 독점하는 통일교육 운영체계를 관리하여 왔다. 역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 변화되

고 정치적 요구에 따라 통일교육정책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홍보하는 종속적인 수단으로 전락

하였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어느 정부에서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를 도모하는 보수적 기능을 수행해온 정부 주도의 통일교

육 운영체계가 정치적 기능에 함몰되는 도구화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근본 원인은 반공교

육을 수행한 통일교육체계의 관행이 그대로 잔존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통일교

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반공교육은 독재 권력과 분단체제를 유지 · 안정화 · 재생산하는 주요 

통로로써 기능해왔다. 과거 한국의 정치교육적 경험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이데올로기 중심 교육

으로 정권에 순응하는 교육으로 전용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위한 정치교육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35) 기존의 통일교육은 체제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국민들에게 냉전

적 의식체계를 갖도록 사회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분단의식을 심화시키고 분단구조를 영속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36)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존의 통일교육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가적 내러티브

(narrative)를 교육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적 합의(국론)를 정당화하는 체계적 작동 기제로서의 역

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은 국가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지점(통일에 대한 단일 정

체성의 형성과 분열 과정)에서 전달 체계로서의 교육체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통일교육은 집단적 기억을 재구성하고, 미래지향을 위한 공동체의 상상을 전적으로 국가의 지배

적 통일담론(좁혀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디자인에 맡겨진 채로 미래 전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

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도구화 문제 또한 통일교육이 학문적 체계로서 고유한 자율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통일교육 지원체계가 여전히 국가의 전유물로 일방적 홍

35)     정지웅, “정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내용과 변화분석,” 『한국교육』, 제32권 3호(2005), p.267.
36)     윤황, “통일교육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政正』, 13호(2000), p.91.



한반도 평화교육의 길을 찾다 | 31

보와 전달 체계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한 통일교육체계는 통일정책에 종속된다. 대북정책을 다루

는 행정부처가 교육체계에 ‘통일교육지침’을 하달하고, 심지어 학교교육에 개입하여 초·중·고 학

생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문화가 통일교육체계 전반을 독점하는 한 통일교

육의 도구화 문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학문적 자율성과 교과 교육체계의 고유성을 갖출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든다.37) 이 점이 바로 통일교육의 변천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

는 통일교육 지원체계의 근본적 한계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통일교육이 정치나 도덕으로부터 자

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매개로 한 자율적이며 다차원적인 

학문적 · 교육적 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2) 일방적 전달과 강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통일교육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특징

학교의 교육활동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면 학습자들로부터 후속 커뮤니케이션이 규

칙적으로 기대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이 진전되어야 한다.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도 계

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학습과정이 의미 구조를 재구성하고 교육적 효과를 안정적으

로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국민적 통일의식의 기초가 되는 ‘교육적 논의(敎育的 論議)’ 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이 이루어지는 교육체계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식, 학문 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소통의 비개연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의 자율성과 교과 차원의 학문적 성찰이 자유로워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비개연적인 커뮤니케

이션 과정을 개연적으로 만드는 매체와 학습방법이 발달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통일교육 전통에서 관찰되는 커뮤니케이션 작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기존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성찰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이 기초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일방적 전달 형식인 이항적(二項的)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의존한다는 점

이다. 전달자 A(국가를 대신하는)의 말하기(보여주기) 중심의 전달 메타포(metaphor)가 관심이

었다. 전달자 A(국가 - 통일부, 교육부)를 대신하여 대리자(교육청, 학교, 교사)가 제한된 텍스트

(지침서, 교과서, 홍보영상 등)를 통하여 전달하는 기능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즉 전달자가 수

신자에게 제한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였는지에 역점을 두기에, 결국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

가 관건이었다. 따라서 정보의 ‘객관성’, ‘정확성’ 의 문제가 항상 논란의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사회적 접촉과정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수신자(학습

자)의 선택성을 간과하였다. 

37)      통일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통일교육원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을 수
행하는 것은 권력에 의한 체계의 탈분화 현상으로 행정 기능체계(통일부)의 ‘자기유지’(조직)의 목적이 우선되기 때문이
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의 교육체계의 작동 방식을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통일교육을 그대로 독점하여 유
지시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 정치의 산물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교육의 기능은 교육체계의 분화에 따라 전담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통일교육을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민간에게 이양하고, 통일교육 기능체계를 다원화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 차원의 통일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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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흔히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전달’이라는 이항적 모델에 국한된다. 이때의 커뮤니케이

션은 무언가를 전달자에서 수신자로 고스란히 전달하는 ‘물건(정보) 나르기’의 과정이다. 이러한 

이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의해 재생산되는 ‘전달 메타포’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일면적으로 

전달 행위로만 파악하도록 사태를 단순화해 버린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정보와 전달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선택성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하도록 만든다. 결국 커

뮤니케이션은 A의 말하기 - B의 듣기, A의 말하기(전달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된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이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 국가 중심의 일방통행의 커뮤니케이션에 의

존하였다. 청자 B의 듣기에 관심과 수준과 고려하지 않는 화자 A의 일방적 전달이거나, B의 이해 

선택 가능성과 상관없는 A의 말하기(전달 행위) 중심으로 접근하는 과정이다. 비록 수신자 B의 눈

높이에 맞는 전달 방법의 개선,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일

방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중적 관점과 입장이 공존하는 복잡한 관

계를 고려해야 한다. 분단체제에서의 안보와 통일, 현실과 이상의 이중적 구조 때문에 관련자들

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

의 전달 방식에 의존하는 이항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통일논의를 가두는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

의 갈등과 충돌은 물론, 상대방의 견해를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통일교육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38) 

둘째, 통일교육의 오랜 전통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전달(Übertragung)”로만 파악되었다. 

통일교육을 위한 정보는 정부에서 미리 제조하고 가공된 실재로 받아들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

들은 정부(통일부, 교육부, 교육청 등)로부터 포장 배달되는 닫힌 정보 꾸러미들을 제대로 전달받

아야만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왔다. 여기에서 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정보, ‘실체’로 등

장하는 이 정보 꾸러미의 내용물은 동일한 것으로 머무르고 유지되어야 하며, 교사가 임의적으로 

가공하면 마치 편향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새로운 정보 제공, 정보의 통제력이 통일교육의 중심이 되게 한

다. 그러한 제공된 정보에 따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구분되고, 정보의 내용과 출처, 전달자의 개

입 여부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주관적, 보편적/임의적, 중립적/편향적, 건전한/불건전한 코드화

가 작동된다. 임의성과 편향성을 부각시켜 통일교육을 통제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관행이 작동되

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에서 새로운 정보제공이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자에게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육이 매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점은 직접 접촉

을 통해서 의미의 전달과 의미의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교육은 근본적

으로 그러한 기능 전환이 임의성과 편향성으로 귀착되는 한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8)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7호(2012),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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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방향적 지향성 교육의 방법적 원리의 한계

기존 통일교육의 경험은 어느 정부에서도 교육 주체인 국가가 국민으로서의 학습자에게 통일정

책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계몽적 신념의 영역이라는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반공교육의 

전통에서부터 이념교육 그리고 통일교육을 거쳐 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출발점에서 

다소 비현실적인 학습자관이 반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학습자관은 학생들을 

통일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으로 상정하고 있다.39) 학습자가 통

일에 대한 관련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

받는 이’는 계몽과 동원의 대상이었다. 

이는 칸트의 일방향 지향성 교육의 방법적 원리가 통일교육에 그대로 관철되면서 아동에 대

한 성인의 지위에 국가를 대체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통일교육의 명분인 ‘당위의 논리’

가 맞물리게 되면서 통일교육은 이데올로기적 교육 효과를 양산하게 된다. 통일교육은 ‘교육되는 

이’를 향한 국가와 국가의 대리자(代理者)에 의한 의도적 작용, 즉 지향적 활동의 과정이자 결과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칸트의 교육이 이미 도덕적 개념이고 도덕적 요청이듯이, 통일교

육은 ‘통일에 관한 교육’이면서 ‘통일을 위한 교육’(국가의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 이미 지향성 교

육으로서의 도덕적 개념과 시대적 요청으로 정당화되는 국가적 요구가 내재되어 있게 된다. 이럴 

때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 문제를 아동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면화하는 것 이외는 기대되거

나 허락되는 바가 없다. 이럴 때 통일은 학습자의 기대구조에서 형성되는 ‘나의 문제’, ‘나의 통일’

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통일’, ‘국가를 위한 통일’이 당연한 것으로 되고 만다. 

이러한 통일교육에서는 반공의 당위성이 시대 변화에 따라 통일의 당위성으로 바뀌었을 뿐 크

게 달라진 것이 없고, 교육되는 당위의 문제는 그 어떤 반대 논리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이견(異見)의 성립을 불허하며, ‘국론 분열’로 지칭하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만다.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통일교육 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결 방안이 되고, 올바른 것이라는 인식을 심

어줌으로써, 통일 논의가 개방적 · 비판적 · 성찰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린

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주체성이 아니라 교육행위의 실질적 주체, 즉 

국가만이 전일적으로 행사될 뿐이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학교와 교사는 국가의 대리 전달자로 

‘결핍 존재’인 아동에게 국가가 엄선한 교과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총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불순하거나 임의적이며, 편

향적인 교육의 결과로 귀착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4) 맹목적 · 강제적 · 동원적 탈개인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관한 연구는 우리의 통일교육 문제 진단

에도 중요한 관심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변화, 

39)     추병완 외, 『통일교육』 (서울: 하우, 200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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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구조의 변화가 결국 독일통일을 가져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동서독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가 ‘개인

화’(Individualisierung) 특성이었다. 서독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화의 특성이 강화되

면서 현실의 정치적 주제인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 보이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반면에 이러한 ‘개

인화’의 경향을 동독 청소년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서 ‘심성구조변화’(Mentalitätswandlung)가 

일어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가 가속화 되면서 집단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의식이 서

서히 붕괴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동독 청소년들은 서독과 같은 사회를 지향하면

서 서독 청소년보다 사회의 변화, 독일의 통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40)

그러나 우리의 경우 분단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의 경험은 강제적 탈개인화 (deindividuation)와 

맹목적 탈개인화의 경향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탈개인화는 이념적 구획에 따르는 집

단의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탈개인화가 집단 정체감(group identification)을 증폭시키고, 이것

이 결국 집단 중심적 사고로 이어진다는 매개모형(mediation model)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개인

이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다른 개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지 않는 탈개인화된 상황에서 

집단 정체성을 공유할 경우, 그 효과는 개인화된 환경에서보다 강화된다는 것이다.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의 특성은 감추어진 채로 집단의 정체성만 알려진 경우에는 집단 양극화와 같은 집단 

중심의 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41)

우리는 지금껏 남남갈등과 계속되는 진영 논리의 대립 상황에서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가치 선

택 이전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강제와 국가이익과 집단적 이해를 앞세우는 동원적 탈개인화로부

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통일교육의 접근 또한 이러한 탈개

인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의 문제도 심각

해질 수 있다. 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개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보

하기 위한 사회정체감에 대한 강한 동일시가 일어날 것이다. 그에 동반되는 자기범주화의 경험은 

탈개인화 현상으로 나타나 사회적 동조 행동과 집단적 응집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더 첨예하게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42)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의 경험과 정보 획득 경로에서 대중매체의 의존 현상과 학

교에서의 매체활용 교육의 방법에서도 맹목적 탈개인화의 경향이 나타남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통일 및 북한 정보’를 주로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얻고 있다. 특

40)     임춘희,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청소년 정치교육」(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 24-25.
41)      나은영,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익명성,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2권 1호(2006), 

p.118.
42)      이은주, “탈개인화 효과에 관한 사회적 자아정체성 모델: 이론적 함의와 향후 연구과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4권

(2008). pp.7-31. 탈개인화 효과에 관한 사회적 자아정체성 모델(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 
SIDE)은 탈개인화 효과를 사회적 자아정체성(social identity)과의 관련 속에서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
으로 탈개인화는 다수의 군중 속에서 개인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의식(self-awareness)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 통제력
이 약화되는 상태를 가리켰다. 즉 탈개인화란 개인이 익명의 대중 속에 묻혀 내면화된 도덕적 규범 및 사회적 제약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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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학습의 경험이 부족할수록 ‘TV 정보’에 상대적 의존성이 높다는 점과 ‘인

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도 일회적인 탐구과제 수행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등 청소년 스스로 적극

적으로 정보를 찾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접하는 언론매체

의 경험과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와 매체활용 교육의 결과가 통일문제에 

대한 문해 능력(literacy)과 통일의지의 함양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관련 정보

를 우연적으로 접하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통일문제에 대한 문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 담긴 사실과 가치를 구별하고 제대로 판단하기 보다는 이미지 수준으로 받아들여 

맹목적인 지지와 반대를 더 강화할 수 있다. 통일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립적인 주장과 정

책들은 사회적 · 시대적 맥락을 구별하고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구획해놓은 이념 

갈등의 강한  프레임(frame)에 쉽게 갇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탈개인화의 경향이 더 강화된다는 

점이다. 남남갈등이든 남북의 힘겨루기에 관련된 어떤 정보도 뉴스가 만들어내는 선악의 구도와 

책임전가, 일방적 비판에 길들여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총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통일교육의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평화시민교육이 반면교사

(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지점들이 드러난다. 청소년 세대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적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평화시민교육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학생 배움 중심의 학습원리 하나인 자기주

도성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주체의 자율성 및 자기주도성을 보장할수록 좀 더 

탐구적으로 통일 및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피력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학습자는 더 이상 ‘추종자’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소극적’ 학습 대상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로서 학습 경험을 늘려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통

일문제에 접근할 때 민족통일, 국가통일의 틀에 갇혀 있기 보다는 글로벌 시대의 보편적인 관찰

과 인식의 지평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편협한 당위적 시각을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다. 비판적 사고와 함께 창의적인 미래 상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성립이 집단적으로 양극화된 사고와 집단

(국가, 민족 등) 중심의 사고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43)

 2.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 교육과정

경기도 교육청이 2014년 초·중·고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인정 교과서를 보급하였고, 그 후

속 사업으로 2015년 2월에 경기·강원·서울·인천 교육청이 ‘평화시민’과 ‘세계시민’ 교과서를 공

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평화능력 신장을 통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평

화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평화시민교육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반

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결고리로 상정하고서 

43)      탈개인화를 자신과 타자를 개별화된 독특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집단의 성원으로 인식하는 상태로 재(再)정의하는데, 보
수언론과 인터넷 여론으로 대별되는 진영 간의 탈개인화는 개인보다는 집단적으로 지지하는, 인지구조를 공유하는 잠재
적 성원으로 인식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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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개발하게 되었다.44)

1)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육과정 개발 방향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과 더불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시민교육은 

한반도에서 평화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

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는 기존의 통일교육과는 달리 시민교

육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인본주의와 사회정의에 기초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학습

자들을 평화시민으로 육성하도록 교육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은 전쟁 억제라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이 아니라 평화를 실현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통일시대를 여

는 평화시민을 육성시키는 교과이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식 중심의 단편적 이해를 넘어서 유

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높이고, 통일 민감성과 통일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이 지

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삶의 기술을 배운다. 본질적으로 통일시대에 필요한 국가 · 사회적 요

구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통일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미래의 창의융합형 통일한국 인재들이 평

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

이라 할 수 있다.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인정 교과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제작 과정과는 달리 교

육과정 연구팀을 조직하여 ‘평화시민교육’의 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개발하였다.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근거45)하여 미래세대의 핵심역량 개발

에 역점을 두고 있다. 통일시대에 요구되는 통일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

로 교육과정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미래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교육과

정에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교통일교육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사

회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통일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습자 중심의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

습 등 모든 학생이 학습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과교육과정

을 개발한다.

둘째,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통해 통일

44)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 개발은 2015년 3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3개 연구팀(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방
법 개발)을 운영하고, 2016년부터 2017년 1월까지 교과서 개발과 심의 및 주문과 보급이 추진된다. 

45)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모으고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의 관점에서 재조직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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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셋째,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한국의 인재를 위한 핵심역량 중심으로 범위와 계열성을 고려하

여 학교 급별로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넷째,  인본주의와 사회정의 실천을 위한 평화시민r을 위하여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의 만

남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접근법을 강조한다.

다섯째,  모든 학생들의 통일 민감성과 통일 감수성을 높이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태도를 내면화

할 수 있는 학습을 강조한다.

2)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 목표

교과 목표란 초·중·고등학교 선택교과인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총

괄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교과 총괄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문제에 대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높이고, 개인의 삶 속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을 높이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임으로써 인본주의와 사회정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통일시대에 필요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통일핵심역량을 함양

하여,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통일한국 인재

를 양성한다. 

다음으로 학교 급별 목표는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 목표를 학교 급별로 보다 구체

화하고 차별화한 것이며,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육의 특성화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학교 급별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및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평화로운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인간을 존중하며 갈

등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익히고 공동체 속에서 정의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태

도를 지니며 통일의 맥락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관화 

한다. 

(2)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북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한반도의 반 평화적 상황에 대한 관심과 이해

를 높이고, 남북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통일 민감성, 통일 감수성, 통일의지, 그리고 평화와 

통일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3)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남북분단과 통일문제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

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바탕으로 평화를 실

천하며 남북갈등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평화와 통일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통일한

국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화해, 평화, 통합을 실천하며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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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시민의 통일핵심역량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역량은 통일한국의 평화시민에게 요구되는 통일핵심역량을 

말하는 것으로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자기관리 능력, 공동체의

식,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사고 능력, 정보처리 능력, 심미적 감성 능력)을 토대로 하되 『통일

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의 성격과 목표 속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평화시민의 통일핵심역량은 통일이전, 통일과정, 통일이후 단계에서 인적, 제도적, 환경적으로 

복잡한 사회통합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평화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화해역량, 평화역량, 통합역량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각 

역량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이해 능력,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에 대한 존중 및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참여를 통한 실천적 능력을 포함한다. 통일핵심역량 중심

의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평화시민의 실질적인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표 4> 통일핵심역량

역량  

요소
의미

하위 요소

인지 정의 행동

화해

역량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나와 우리 사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

실을 인식하고,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구성

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며, 서

로를 용서하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

균형적 분단

인식

비판적 문제 

인식

공감

상호존중

용서

회복

평화

역량

소극적인 분단평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통일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종류의 폭

력에 반대하고 평화의식을 내면화하며, 갈

등·분쟁·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소극적 평화와 적

극적 평화 이해

통일평화의 필요

성 및 중요성 이해

비폭력적 태도

평화감수성

갈등의 평화적 해

결 능력

평화 유지 및 실천 

능력

통합

역량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통한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본주의적 가치를 바탕

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을 존중하고, 사회정의

와 사회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협력

적 문제 해결 능력

다양성과 통일성

의 조화 인식

사회 통합의 중요

성 이해

인본주의적 가치 

내면화

공동체의식

사회정의와 사회 

통합을 위한 실천 

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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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체계 - 중학교 교육과정

<표 5> 중학교 내용체계

핵심
역량

영역
내용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세부역량)

화해
평화
통합 

나와  
한반도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분단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개인과 사

회의 발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조건임을 이해하고, 본 교과를 통해 

그것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정서와 

의지를 기른다. 

○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  이 수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나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

분단과 평화문제의 중요
성 인식

○ 나와 분단 
-  한반도 분단이 나와 가족의 삶, 우

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역사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해

분단과 평
화

식민지 해방 과정에서 국내외 조건

에 의해 이루어진 한반도 분단 과정

을 알고, 휴전 이후 체제 간 경쟁으로 

인해 분단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이해한다. 

○ 분단의 시작
-  한반도 분단은 어떤 역사적 상황

에 의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
는가?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이해

○ 분단의 지속
-  분단 후 남과 북은 어떻게 대립하

였고, 체제 경쟁은 남북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내었는가?

균형 있는 분단(북한) 인
식

평화적
갈등
해결

개인과 사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 화해

와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통일의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다

양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평

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

며,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실

천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갈등 해결의 시작: 용서
-  개인과 공동체 내의 평화적 갈등 

해결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타인에 대한 공감, 용서

○ 갈등 해결의 과정: 화해와 회복
-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동체 책임감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이해

○ 갈등 해결의 기술
-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기

술과 태도가 필요한가?

민주적 의사소통
감정 조절, 창의적·협력
적 문제 해결
평화 유지 및 실천 능력

통일의 길

통일의 편익을 탐색하고 통일의 필요

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통일은 평화적 환경 속에서 경제발전

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점진적, 단계

적 과정임을 이해하고, 다양성 속에

서 공존할 수 있는 삶의 태도와 협력 

능력을 증진한다.

○ 통일의 시작: 나와 통일
-  통일의 편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공동체 의식
통일 필요성 탐구

○  통일의 과정: 다름의 인정·다양성
의 존중

-  낯선 문화와 공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인가?

인본주의 가치 
내면화
다양성과 통일성
이해

○ 통일 방법 : 협력
-  나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방
법은 무엇인가?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 기르기

통일과 우
리의 미래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을 이해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을 이루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참

여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 세계 속의 통일 한반도
-  한반도 통일은 세계 평화와 협력

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세계시민의 일원이라는 
정체성 갖기
평화의지 증진

○ 통일과 나의 미래
-  한반도가 통일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되는가?

통일 상상력
공동체와 나의 
관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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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시민교육 교수법의 원리

1) 역설의 교육 - 교육적 상상과 의미의 재구성이 가능한 학습 환경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교육의 실천은 경쟁적 가치가 압도적인 현재의 학교환경과 사회구조 

속에서 현실 우위적 가치와 충돌하는 평화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역

설의 교육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46) 실질적으로 평화의 가치는 거대담론과 일방적 주입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그들 삶의 주변에서 경험하는 반(反)평화적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 찾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시민교육이 내세우는 중요한 지향점은 ‘현상유지와 지금, 여기보다 조금 나아간 개선’

을 지향하는 것이기보다는 ‘대안적인 미래’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변

혁적 실천 역량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도 역설적인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개인이 꿈꾸는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

래를 먼저 그려보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

아내는, ‘미래에서 현재로’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선호한다.47) 따라서 평화시민교육은 학습

자에게 ‘평화로운 세상으로서의 통일을 꿈꿀 수 있는 능력’과 그 ‘통일의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기르고,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통일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시민교육의 지향과 방법론적 접근은 기존의 통일교육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에서 재생산되어 온 통일교육체계는 관료화된 조종 매체(교과서, 지

도서, 지침서, 공문 등)를 통하여 단일 맥락의 실재를 유지하는데 공헌하여 왔다. 국가의 독점적 

지위와 이념 공세의 효용이 결합된 권위주의적 ‘교육체계’가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론장의 

합리성을 제한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지침서에 의한 지식과 가치체계를 전달하는데 중

점을 두었기에 제약이 많았던 통일교육체계는 학습자에게 거절 가능성이 없고, 선택성도 없는 교

육으로 일관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용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어떤 선택성, 어떤 거절 가능성도 

없다면 사회적 질서 상황에서 고유한 이중의 우연성(contingency)48)이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

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역량, 즉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연

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공동체와의 연대 역량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46)      대부분의 ‘평화’와 '인권‘의 요구는 이제까지 보편적인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 피해자의 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현상을 유지하려는 국가의 입장보다는 시민, 주민, 아동, 여성, 소수자
(Minority)의 입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으로 바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 할 수 있다.

47)     고병헌, “실천적 평화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여성과 평화』 1집(2000.9), p.258.
48)      정성훈, 『루만의 다차원적 체계이론과 현대 사회 진단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5. 파슨스가 처음 

사용한 ‘이중의 우연성’의 개념은 개인에 기초한 목적 지향적 행위 구상을 고집하지만, 루만에게 이중의 우연성은 사회적 상
황의 기본 조건이며, 사회적 질서는 이러한 우연성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비개연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
회적 질서는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의식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차이들이 ‘소음으로부터 질서(order from noise)’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정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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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fact)’은 끊임없는 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객관적 사

실도 학습과 학문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맥락 이해와 맞물릴 때 ‘의미’로 인식되는 것이다. 객

관적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맥락 이해가 필요하다.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객관적 인식만으로는 사

실 인식은 물론 통일문제를 둘러싼 복잡성을 파악하고 감축할 수 없다.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적

인 커뮤니케이션 또한 기대하기가 힘들다. 학습자는 탐구 대상에 대하여 끊임없는 탐색적인 질문

과 비판적 읽기(문제제기 학습)가 필요하며 학습자의 총체적 재평가 능력을 신장하여 스스로 분

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을 비판하고 재구성하면서 상상력과 창의적인 미래 기획을 할 수 있을 때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 비판을 통한 변화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변화는 비개연적인 것이 개연적으로 되는 과정이며, 그 조건은 다음 커뮤니케이

션에 있어 마치 필연적인 듯 느껴지는  구조, 즉 앞선 비개연적 선택들이 형성한 기대의 구조들이다. 

통일도 비개연적 것이 개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잠재적 커뮤니케이션 학습체계로서 

작동되는 평화시민교육은 역설적인 교육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기대 구조가 선택 되어질 수 있는 교

육적 상상과 의미의 재구성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구성하면서 성취하는 지식과 태도의 변화는 비폭력적 문제해결과 평화문

화의 증진, 평화통일과 사회통합의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기르고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

하여 평화시민의 통일역량을 키우는데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한다.  

2) ‘교육되는 이의 해석적 의도’를 고려하는 타자성의 철학 필요

평화시민교육이 사회적 ·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학적인 포스트모

더니즘의 전환에 따라 학습자의 사유 방식과 행동 원리가 변화된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근대 교육학이 터하고 있는 주체 중심의 교육관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레비나스

(Emmanuel Levinas)에 의하면, 근대의 주체철학이 설정하고 있는 주체-주체 또는 주체-객체라

는 구조의 본질은 주체 또는 자아를 제 행위의 중심에 둔, 타자의 대상화 · 도구화이며, 이에 따른 

교육관은 필연적으로 자아로부터 타자에게로 향하는 일방향적 폭력성을 동반한다.49) 

교육은 학습활동의 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이고 하나의 상호작용이다. 교육행위가 상호작용이기 

위해서는 ‘교육되는 이’에게도 ‘교육하는 이’가 갖는 지향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자는 상

황을 구조화하고, 교육되는 이를 주도하고, 교육적 의도 즉 영향 미침의 의도를 실현해 나가야 하

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교육 입장에서는 유일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되는 이의 해석적 의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학습과정에서 지식과 가치

로 대표되는 의미 전달도 커뮤니케이션의 선택, 즉 이중의 우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바

로 이 지점에서 교육됨과 교육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일방적 지향성이 강제된

49)      Emmanuel Levinas, Totalität und Unendlichkeit von W. N. Krewani. (München: Alber. 3. Aufl. 2002), 우정길, “타자의 타자성과 교
육학 지식 : 레비나스의 타자성 철학에 대한 교육학적 소고,” 『교육철학』, 제45집(2009),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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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러한 교육은 폭력 모형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체계에서 관계의 상호성 또

는 상호주관성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한 교육은 폭력의 반복이고, 교육적 관계는 도구

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평화시민교육은 표면상으로는 일방적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적 · 구체적 과정에 있어서

는 철저히 상호적이며, 비대칭적이라는 출발점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과 평화의 문제는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정 관점에서 기술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평화시민교육은 비

대칭적 관계에서 열려 있는 질문에 대한 응답 구조를 갖는 교수학습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어느 한 교육 주체의 권한에 좌우되지 않는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평화시민교육이 기존의 의미 · 질서 체계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의미와 질서의 형성으로서 

교육이기 되기 위해서는 존재의 복수성(Pluralität)을 인정하여 ‘교육받는 이’의 배움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적 복수성은 계몽의 철학이 아닌 타자성의 철학을 통해서 그 가

능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3) 평화적 감수성

평화시민교육은 우리사회의 정체성(과거와 현재)과 지향점(미래)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평화로

운 세상을 꿈꾸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과이다. 그래서 반(反)평화적 현실에 살아가는

(살아온) ‘상황 속의 인간’을 만나고, 그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 역

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反)평화적 현실에 대한 민감성과 폭력의 피해와 고

통에 대한 평화적 감수성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평화시민교육을 시도할 때, ‘화해’와 ‘평화’ 의 개념적 이해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의 현실에서 자신의 문제로 느끼지 않는 내용들을 교사가 

계속해서 관심을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 뿐만 아

니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도 눈멀고, 도처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전

쟁 등으로 인한 폭력의 희생이 ‘나’와는 결코 아무런 상관없는 ‘타자’의 일로 여기는 무감각, 무감

수성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의 문제만도, 교육의 책임만도 아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속에서 ‘남(타

자)’을 배타적으로 구획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문화를 배양하여 왔

고, 남과 북은 배타적인 우리를 만들고 적대화하면서 분단 정체성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적대적 

‘타자화(他者化)’ 의 경험은 남과 북이 적대적 상호 공존을 지속시켜 나가는 이념과 체제의 타자화

를 넘어서 교육적 기제로 작동되어 왔다. 그래서 ‘안보’나 ‘통일’ 문제는 항상 ‘국가의 이익’과 ‘체

제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국가와 체제수호를 위한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부당하더라도 감내

해야 했다. 이는 반대로도 작동되어 국가에 의한 어떤 희생도 대부분 무감각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로 인한 희생자는 ‘나 자신’이 아니면 되고, 언제나 ‘타인’일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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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현실의 반(反)평화와 폭력은 남의 일이 되며, 옆 사람의 고통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닫혀

버린 감수성을 키워왔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거대한 ‘구조’와 ‘체계’를 잘게 부셔 요소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과학적 분석 방법에 의존하는 사회학습의 방법으로는 여전히 ‘나’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기존 평화교육의 접근에서처럼 평화 가치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학

습자가 반(反)평화적 현실에 눈을 돌려 관심을 갖거나 그들의 고통에 민감해질 수 있는 평화적 감

수성을 열리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와 ‘그들’이라는 오래된 이분법이 고통의 인식마저도 

작용하여 우리의 고통에 대한 극대화와 절대화 그리고 그들(타자), 적(원수)의 고통에 대해서는 좀

처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50)

따라서 새롭게 시도되는 평화시민교육의 실천적 전략은 반(反)평화적 현실에 대한 구조적 모순

과 역사적 사실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분단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지구적 관심에

서 일어나는 반(反)평화적 현실의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자각하는 연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럴 때의 감수성 훈련은 결국 폭력의 일상성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폭력이 더 강건하게 재생산

되는 반(反)평화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교재와 관념에 의한 말의 교육(verbal 

education)보다는 직접·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학습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험하는 ‘약자에 대한 연민’은 폭력의 구조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동 책임성과 연

대라는 실천으로 연계되는 계기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분단사회에서 우리에게 교육적 관심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관계’이다. 즉 분단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단사회가 배태하는 여러 삶의 관계가 문제인 것이다. 

분단사회의 삶의 세계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희망과 통일사회의 기대를 사

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모색하는 과정이 평화시민교육의 주요 기능이다. 자신과 타인, 이웃

과 세계에 대한 민감성을 열어놓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관계성의 회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평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4) ‘사실’(fact)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평화시민교육이 부딪히는 여러 교수학습 방법 중의 하나가 ‘사실’(fact)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의 난제이다. 이에 대하여 데이비드 힉스의 평화교육 방법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

고,51)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는 정부의 입장이 너무 친숙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는 

반대의 입장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실상은 정부의 시각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은 ‘사실’에 입각하여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사실들만

50)     김정수, “고통에 연민하고 연대하는 것,”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4), p.25.
51)     D.Hicks, 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서울: 서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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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치는 방식은 문제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기초는 제공하지만 그 또한 심각한 한계점이 있

다. 그렇다면 평가되지 않은 ‘사실들’이 어느 정도로 의미를 가질 것인가, ‘사실’이란 무엇인가, 어

떠한 사실들이 가르쳐져야 하는가 등의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실들’을 다루는 것

만 가지고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지?’ 와 같이 오히려 더 깊은 근심, 혹은 무관심과 무력감을 강

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축의 과정과 평화운동 활동들에 대한 ‘사실’은 종종  교과서에서 

제외된다.52) 

셋째, ‘사실’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skills)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논란이 되

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광범위한 견해들을 분석하게 해주는 균형 잡힌 학습 프로그

램을 통하여 자신들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믿고,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내서,  균형을 이룬다는 취지에서 보다 폭넓은 시각들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배적인 견해에 대하여 타당한지를 고려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인 차원을 넘어 환경적,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문제까지 고려하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뿐만 아니

라, 탐색적인 질문을 통하여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속에 편견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선전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

다. 따라서 이런 수업을 통하여 ‘옳은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야 할 옳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넷째, ‘사실들’에 대한 기초 지식의 제공과 아울러 비판적 사고와 인식을 도와주어야 한다. ‘총

체적 재평가’를 통해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학생들의 두

려움(편견, 고정관념, 무관심)에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결국은 사실의 진

의, 왜곡, 사실의 재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 왜곡된 편견, 무관심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

록 돕고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변혁을 위한 힘을 발산하고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

서 사실의 지나친 분석 기대나 어떤 판단보다는 부족한 분석을 앞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기대

와 희망, 지배적인 견해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째,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보다는 유보적인 방식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귀를 기울이면서도, 반대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감정적, 정서적 공감

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해결 과정에서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고,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이

슈와 주제에 대한 학생 수준의 대화가능성을 확인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업 구성원의 관계가 더 

진전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화로운’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총체적인 재평가’를 

교육방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52)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논쟁도 부정적 왜곡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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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 모형

1)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에 대한 기대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 교과는 학생 성취역량 중심으로 접근하여 평화시민의 핵심통일역

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의 수

업이 아니라 학생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화해역량, 평화역량, 통합

역량의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 교과서는 수업활동이 지식이

나 기능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평화적 문제해결과 삶의 가치를 표현하고 공

유하며, 평화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 ‘협동적인 활동’과 ‘호혜적인 배움(reciprocal learning)’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교과서 모형과 교수학습의 방법 및 수업

모형도 연계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교과서 개발을 기대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선택 교과로 채택 가능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먼저 모든 인정교과서는 현장 타당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2015년에 경기도교육청을 중

심으로 보급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고,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인정교과서의 개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택 교과 지정을 위한 정책

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선택 교과로 충분히 채택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교

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실제로 인정교과서는 교양교과로 선택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 특색활동의 일환으로 선

택되어 사용할 여지가 많다.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 인정 교과서는 현행 사회과나 윤리(도

덕)교과의 일반적인 검정 교과서와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교과목용 교과서와는 구분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선택될 수 있는 채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선택교과

용 교과서 모형이 창출되어야 한다.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가 학교의 선택 교과로 채택되어 사용한다면, 이러한 생소

한 교과를 처음 접하는 비전문가 교사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학생 또

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월하게 시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는 일반적인 서책 형태의 텍스트북이 아니라 학습자 위주의 학습 활동에 적합한 워크북 형

태로 제작될 필요가 있다.

(2) 워크숍 과정 수업이 가능한 워크북 형태의 교과서가 필요하다.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 교과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다시 해야 할 부담

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과서가 매력적이고 흥미가 있어야 하며, 자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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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일반적 교과서 형태

보다는 워크북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역량 성취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평화시민의 핵심통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

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활동에 적용될 교수학습 방법의 원리와 워크숍 과

정 수업모형이 연계되어 구현될 수 있는 교과서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지식 요약 

형태의 일반적 교과서보다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을 통해 ‘채워서 만드는’ 워크북 

형태의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워크북 형태의 교과서는 교사의 수업 연구 부담

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는 학습부담 경감과 더불어 학습자 스스로 학습 내용을 선별하고 구성하

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 가능한 교과서가 필요하다.

평화시민의 통일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서 모형 개발은 학습자의 배움 중심으로 접근하

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요소가 강화된 교과서 모형을 염두에 두고서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화시민교육 수업모형의 관건은 수업을 시작할 때 동기부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흥미를 유발하는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제공되어 사람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어야 하고, 학습자 스스로 수준에 맞는 학습목표와 과제 선택이 이뤄져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지식수준이 학생들의 눈높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교과서

만 가지고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 교과서

는 실질적인 학습량 적정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즐기면서 협력학습 등 참여 수업으

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학습 활동지를 포함하는 워크북 

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 교과서는 일반적인 서책 형태보다는 바인더

(binder)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워크숍 과정 수업모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습지

를 추가할 수 있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의한 성과물을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모을 수 있으

며, 낱장을 분리하여 평가와 교사로부터의 피드백(feedback)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워크숍 과정 수업모형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 교과는 학생 개인의 삶을 평화 및 통일 문제와 연결시킴으로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분단 갈등을 극복하고 분단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통일평화

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

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데 그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화시민교

육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목표 요소에 따라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해야 할 것이다. 

평화시민교육의 수업목표의 설정은 지식체계 중심의 교과내용의 이해나 지극히 행동주의적 관



한반도 평화교육의 길을 찾다 | 47

점에 입각한 ‘학생들의 의도된 행동, 사고, 감정’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더욱 강조될 감성적·정

의적·인성적인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수업과정은 평화적 삶의 가치를 스스로 수용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업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학습의 현실에서 수동적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평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 존중, 관용, 공

감, 정의, 갈등해결 등의 태도를 계발해야 한다. 학습의 과정에서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평화의 문제가 인지적 전달이 아니라 전인적인 경험(holistic)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

다. 즉 평화시민교육은 단순히 평화적 가치와 문제의 이해(awareness and understanding)를 통

하여 보편적인 ‘인식’에 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反)평화적 현실에 대한 민감성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자기인식’(self-awareness)의 경험을 늘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확산적 사고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수업모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화시민교

육의 교수법의 원리와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 교과서 모형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

표적 교수-학습의 방법이 워크숍 과정 수업모형이다. 

워크숍(workshop) 과정 수업 모형은 기존의 수업모형들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수업과정을 전개하

지만, 평화적 가치의 지식적 전달보다는 다양한 반(反)평화적 현실을 노출하여 세상의 중심에서 평

화의 문제를 나와 이웃의 삶의 문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수업모형이라 할 수 있다. 평화의 일반적 

주제와 지식, 가치 위주의 내용체계를 전달하는 기능보다는 시나리오와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여 반 

평화적 현실에서 살아가는(살아온) ‘상황 속의 인물’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평

화를 함께 추구해보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일반 사회과의 경우처럼 현재의 시점에서 정

답을 찾는 문제해결 방식이나 어른들도 어려워하는(정답이 없는)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학

생이 ‘참여자’로서,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며 반 평화적 현실의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하며, 돌아 나

와서는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평화적 미래전망을 밝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본 후,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나(우리)를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표 6>의 예시처럼 구성할 수 있는 워크숍 과정 교수 학습 모형은 다시 주제(theme)를 중심으

로 하는 수업모형, 쟁점(issue)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모형, 평화적 삶의 능력(skills)을 중심으로 하

는 수업모형 등으로 나누어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워크숍 과정 수업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는 혼자서는 엄두를 못내는 주제이지만, 자신의 

관심과 질문에서 시작된 작은 관찰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식과 의미를 형성해보는 경험을 해보게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화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 한다. 기존

에 반(反) 평화 현실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문제제기 능력이 향

상되며, 창의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 공론장의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수준은 낮지만 자기주도적으로 대화와 토론, 창의적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탐구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학습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워크숍 과정 수업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수업 과정이 교사 중심에서 학

생의 배움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업 소재를 설정할 때 학생들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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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워크숍 과정 수업모형의 예시

학습단계 워크숍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목표

(동기유발)

분위기조성

(Icebreaker) 

○  누구일까요?(The Peace Papers) 

 - 주제 관련 인물사진, 시, 뉴스, 노래 등 맛보기 

 - 사전 경험,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나눈다.

○  수업진행과 학습목표, 기본개념을 설명한다.

문제제시
시나리오 

(Scenario)

○  세상 밖으로!

 - 자료 읽기(영상시청), 댓글달기

 -  스토리텔링으로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전형적 인물의 삶 제시, 사회적 기억 관

찰의 기회 제공

 - 반(反)평화적 현실, 사회적 고통을 드러내고(노출) 만나보게 함

문제파악

눈 굴리기

(Brainstor-

ming)

○  그들의 이름 불러주기(역사의 인간화)

 -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  질문이 있어요!(Find Your Questions!) 

 - 질문 만들기(짝 토론), 브레인스토밍(모둠)

 - 자신의 사전 지식 검토, 다른 친구의 견해 경청

 - 눈 굴리기 식으로 탐구과제나 토론주제 선정

과제활동1

미래 전망

(Future 

prospects

○  그들을 구해라!

 - 이야기 전환 스토리보드 작성(사회적 기억의 재구성)

 - 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  바람직한 미래 전망(평화적 문제해결 결과 예상)

과제활동2

과제해결

(Creative 

solution)

○  모둠별 탐구과제 해결(선택)

 - A) 장벽의 제거, B) 우리 사회의 준비 노력 C) 다른 지역(국가) 문제해결 비교

○  모둠별 토론(선택)

○  모둠별 과제/토론 발표

과제활동3

평화 약속

(Creative 

exercise) 

○  관계회복(Relation in justice)을 위한 평화의 약속

 - 평화메시지(희망의 연대) 작성, 엽서, 편지, 노래, 시, 종이학 등 창의적 표현

 -  역사적 화해와 용서(관용), 미래로부터의 약속, 대신하여 사과하거나 용서의 경

험 

○  평화 행동(action plan)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

평가
평가

(Feedback)

○  해답이 아니라 공감과 ‘해야 할 옳은 질문’ 확인

○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확인(global awareness)  

정리 
소감나누기

(Sharing)

○ 소감나누기를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되돌아보고 성찰

(self-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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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식의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워크숍 과정 수업 설계에서 가장 주목

해야 할 과정 또한 바로 학습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문제제기와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수업의 초반부에 오늘의 학습 내용이 학습자로부터 ‘나의 삶의 문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관심과 ‘알고자 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듯이 평화시민교육이 현장 수업에서 

적용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이다.

워크숍 과정 수업모형에서 강조하는 바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습과 차이가 있다. 워크숍 과정 

수업은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소주제(topic)를 스스로 선택하고, 탐색

적인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자료(현실)들을 비판적으로 읽고서 ‘해야 할 옳은 질문’을 찾아낸 것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어른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평화와 통일의 주제들을 형식적으로 다루고, 교

과서나 인터넷에 의존하여 프레임에 갇히는 논리적 접근보다는 스스로의 질문과 문제 확인, 즉 

우리사회의 반(反)평화 현실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닫힌 감수성을 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희망에 연대를 보냄으로써 문제해결의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소

중히 여기는데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학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이

끌어내는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의 선택과 구성이 어렵고, 질문을 좀처럼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

상으로 탐색적인 질문을 이어가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스스로 평화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

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워크숍 과정 수업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질문과 토론 및 문제해결의 과정에 쉽게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지나치게 심도 있는 ‘지적 정

보’를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접근해야 오히려 학습자 누구나 수업에 참가하여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워크숍 과

정 수업 모형에서 교사는 주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의 조력자로서 수업 과정을 이끌어가는 촉진

자(facilitator) 역할로서 다음의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직접적인 정보는 주지 않는다.

 둘째, 필요한 경우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자료의 수집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셋째, 필요한 경우 동기를 유발하거나, 새로운 탐구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넷째,  수업 목표 도달을 위하여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역할을 배려하게 하고,  소외된 학습자

나 학습 진행이 부진한 모둠의 진행을 돕는다. 

3) 교과서 모형

꿈꾸는 자에게 미래는 현실이 된다. 평화시민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볼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

우는 교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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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민교육 교과서 모형 구성이 다른 사회과 교과서나 민주시민교육과 구별되는 첫 번째 핵

심이 되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렵고, 삶의 주변적 관심에 불과한 평

화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서 관심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관망하거나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고통 받

는 이웃에게 손이라도 내밀고 잡아주는 작은 실천을 통하여 자신 삶의 성찰과 변화가 있는 학습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과서 모형은 일반 교과의 서술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학습자 스스로 ‘채우

고 만드는’ 워크북 형태로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시민

교육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는 배움이 일어나게 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시도해볼 만

한 교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간단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 않고도 수업활동의 내용 

선택이 용이한 교과서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서 모형 연구 초기 단계에서 주요 쟁점은 교과서 구성 원리에 평화

시민교육의 특성이 드러나게 소단원마다 일정한 흐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선 현장에서 주

로 비전문 교과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을 가정할 때 지도교사의 편의성,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

기 위해서 활동과정을 개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논의 결과, 일정한 

흐름은 유지하되, 현장 수업의 여건 상 모든 흐름을 다 수행할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초기의 교과서 모형 연구에서는 영역(5개 대단원)별로 평화시민교육 워크숍 수업모형을 중심으

로 교과서 구성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53) 이후 계속되는 집필과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

표 7>과 같이 교과서 구성과 특징을 달리하여 수정하였다.  

⊙ 단원 구성 : 대단원 도입(2쪽) → 소단원(6쪽) → 대단원 마무리(2쪽)

⊙ 소단원 구성 :  마음열기(1쪽) → 바라보기(1쪽) → 질문 찾기(1쪽) → 상상하기(1쪽)  

→ 창의적 해결(1쪽) → 손 내밀기(1쪽) 

53)      민주시민교육(중) 교과서 구성 원리 : 중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고 실제적인 자료들을 통해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생각과 
태도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단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도입
(똑똑, 바탕글)

→
시민의 눈,

세상 속으로 
(내 생각 펼치기)

→
생각에

날개 달기
→

생각은 깊게
꿈은 크게

 (마무리, 정보) 
→

아름다운 참여,
세계의 시민
(마무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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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 구성

구분 단원 구성 학습 활동

초

마음 열기 앞으로 활동할 내용에 관한 그림을 살펴보고, 간략한 질문에 답하며 마음으로 다가서 보기

바라보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함께하기
친구들과 다양한 모둠 활동을 함께 하면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양하게 표현해보기

중

단원 열기 학습 목표와 사진, 그림 자료를 보며 간략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라보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떤 이슈와 쟁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기

다가서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쟁점이나 매체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

함께하기
모둠별로 혹은 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

하는 태도를 길러보기

고

마음 열기
학습 목표와 사진, 그림 등의 자료를 보고 주어진 질문에 답해보면서 앞으로 활동할 내용을 

마음속에 담아 보기 

바라보기
세상으로 관심을 확장하여 세계와 이웃의 반 평화적 현실을 살펴보고 이웃의 고통을 나의 삶

의 문제로 연결 공감해보면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생각 넓히기
주제와 쟁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미래 전망을 세워보면

서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평화적 갈등해결에 참여해보기

평화 만들기
고통 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해보면서 함께 시도해볼 수 있는 

실천 방안과 평화행동 계획을 제시해보기

Ⅳ. 평화시민교육의 과제

 

1. 평화시민교육 교과서 제작의 한계

지금까지의 통일교육과는 달리 새로운 접근으로 ‘평화시민’을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에 따라 ‘평화시민’을 교육할 수 있는 인정교과서 작업이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시민』 으로 출발하여 이후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으로 개명되면서 교과의 성격이 더 

명확해졌다. 교과서 제작과정에서의 특징은 교사들만 참여하여 집필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과는 다르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구 단계와 집필 단계를 구분하고, 연구 단

계에서는 교육과정과 콘텐츠 및 교수모형 개발 연구팀을 운용하였다. 집필진은 교과서를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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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기도, 강원도, 서울, 인천 교육청 소속의 초 · 중 · 고 교사들로 조직되었

다.54)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교과서는 그동안 논의되고 연구되어온 학문적 소통의 결과

를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화시민교육은 모든 논의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서 여러 번의 워

크숍을 통해서야 ‘통일핵심역량’을 정의하고, ‘통일핵심역량’을 성취기준으로 교육과정을 마련

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의 정립이라는 토대 위에서 교과서가 집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

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의 총론에 기초하여 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체

계를 마련하고, 성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서술과 수업목표 및 평가의 기준을 체계화할 수 

있었다. 교과서 모형 또한 학생 중심, 배움 중심, 현장 중심 접근 전략으로 ‘워크숍 과정 수업’을 

전제로 하는 워크북 형태의 서술 방식을 채택한 것도 학교교육의 변화와 수업 방법이 변화되는 

방향에서 볼 때 획기적인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 작업에 참여한 연구진과 집필진들이 여전히 ‘평화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과서가 마련된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시민’은 생소한 개념이며,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등장시킨 일종의 ‘교육시민’55)이 지칭할 수 있다.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

민』 교과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미래 시민으로서의 ‘평화시민’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

로 공유되거나 합의된 개념도 아니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평화시민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평화

시민교육은 교과서를 만드는 연구진, 집필진, 심의 위원 조차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교과서

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문적 소통이 시작되고 역사적 과정에서 축적된 시민의 사회문화적 정

체성을 ‘평화시민’으로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여전히 이 교과서를 통일교육으로 볼 수도 있고, 평화교육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

적에서 볼 수 있듯이 인식 전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진, 집필진, 심의위

원 모두 평화시민교육을 통일교육의 새로운 변화나 평화교육의 적당한 접목 수준으로 보는 경향

이 지배적이라서 교과서 작명은 ‘평화시민’이라 부르고, ‘통일교육’으로 쓰고 읽는다는 오해를 불

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교과서 1차 심의과정에서 심의진의 첫 번째 지적도 이 책이 통일교육 

책인지, 평화교육 책인지 방향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제작 과정의 구성원 모두가 평

화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계 과정으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화시민

교육을 시민교육과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56) 

54)      교육과정 연구팀은 교사그룹으로 주로 교육학과 통일교육 전문가로 구성하고, 콘텐츠 연구팀은 거의 정치학 전공자이자 
통일문제 전문가 그룹이며, 집필진 교사들은 거의 도덕·윤리과를 중심으로 일부 사회·역사과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55)      ‘교육시민’(Bildungsbürger)은 원래 르네상스 이후 등장한 당시의 시민 개념을 지칭할 때 사용한 말이다.(Kocka, 1992) 지
금은 아직 학문적으로 소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분류에서도 중첩되거나 완전하지 않은 의미에서 차용하고
자 한다.

56)      이런 점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또한 독립교과가 아니라 사회과 교과의 수업활용자료 수준에서 접근하여 시민성교육이 아
니라 사회과 학습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세계시민교육 또한 국제이해교육의 연장선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
은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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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중·고의 교육과정의 구분을 상세하게 체계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학교 급별로 교육

목표는 구분하고 있지만,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은 급별 학생 수준에 맞추어 다르게 구성하지 못했

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서 논의에서 수준별 목표를 고려하였지만,57)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가 대

동소이한 점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제작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통일시대를 여는 평

화시민』 교과를 초·중·고에서 연계적으로 모두 배우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

과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이 유사해도 교과 내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초 ·중·고 교육과정이 유사

하게 반복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한 결과이기도 하다. 

넷째, 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에서 평화시민교육의 교과서 모형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에 대한 일

관된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워크숍 과정 수업’ 의 흐름에서 소단원을 구성하는 6

개 활동에 대하여 집필진들의 합의와 체계적인 접근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바라보기’와 ‘질문 찾기’, ‘미래전망’과 ‘손 내밀기’ 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서술하는 것이 어려워

서 초등 3개(마음열기, 바라보기, 함께하기), 중학교 4개(단원열기, 바라보기, 다가서기, 함께하

기), 고등학교4개(마음열기, 바라보기, 생각 넓히기, 평화 만들기)로 조정하게 되었다. ‘바라보기’

와 ‘미래전망’이 미래세대 평화시민의 역량 차원에서 과거와 현실, 타 지역과 우리나라의 반 평화 

현실의 노출과 이를 사람들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관심을 이끌어내고 비판적 인식과 평화적 해

결을 위한 미래 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현실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과제해결과 결

코 쉽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학습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 질문과 과제해결의 과정에서도 개

인적인 사고와 응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적 차원’의 문제제기와 ‘평화 시민성’을 기대하

는 탐색 과정이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대부분 문제 중심 학습(PBL) 수업모형의 형태를 유

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업은 일반적으로 문제기반 학습의 형태로 동기부여 → 문제 이해 →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은 교과서 서술 과

정에서는 구조화된 문제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 실제 수업에서

도 비전문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에서 비구조화된 문제는 교사나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평화시민교육은 교수법의 원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반 사회과나 도덕과의 문제해결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문제해결 과정이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에 필요한 과제해결을 구

한다면, 평화시민교육은 이야기 구조의 문제 상황에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는 미래를 먼

저 전망하고, 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탐색하게 한

다. 그럴수록 평화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평

화시민’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관심을 갖고서 공감하며 작은 손을 내미는 연대의 경험을 통해서 

57)      초등학교 ‘평화시민’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감수성을 신장하며 통일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고, 중학교 
‘평화시민’은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을 좀 더 심화하여 평화 및 통일 관련된 지식을 늘리고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평화시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서 높인 통일감수성 및 통일사고력에 기초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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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민성을 배우고 익히게 할 수 있다.

로티(Rorty)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의 연대성은 공통의 진리나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문제

가 아니라 공통된 사적인 희망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감된 태도와 감정으로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58) 즉 연대라는 개념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이 발생할 때, 그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을 중요시 한 것이다. 따라서 로티가 강조하는 실천적 연대성은 반성에 의해서 발

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연대성의 기본은 다른 인간들은 ‘그들’이 

아닌 ‘우리 가운데 하나’로 보게 하는 과정을 통해 낯선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우

리 자신은 어떠한가에 대한 재 서술에 관한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향한 

수렴의 과정이 아니라 자유의 실현이 증식되는 끝없는 과정으로 간주하게 된다.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대성을 바탕으로 평화 시민성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평화시민교육의 과제

평화시민교육은 여러 연구와 학문적 소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평화적 시민성 함

양을 위한 시민교육의 성격과 목표, 교수법의 원리 등을 차근차근 밝혀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인정 교과서 제작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평화시민교육의 과제

를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화교육과 평화시민교육, 통일교육과 평화시민교육의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평화시민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더 명료하게 밝힐 수 있다. 민주주의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다

르듯이 평화시민교육은 평화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 같은 광의의 시민성

(citizenship)교육이다. 또한 평화시민교육은 보편적 입장에서 세계적 평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

는 평화적 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하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문제에 대하여 시민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평화시민의 통일역량을 키우는 데 그 역점을 두는 교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시민교육은 주제교육 영역으로서의 광의의 ‘평화교육’과도 구분되어야 하고, ‘평화’의 덕목 

또는 가치를 통일 교육에 접목시키는 평화지향적(교육적) 통일교육과도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둘째, 평화시민교육이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과 어떤 관계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드

러낼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민주적 시민성, 평화적 시민성과 세계적 시민성 함양을 위

한 교육의 필요성 차원에서 기존의 시민교육을 재검토하고 시민성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

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민주시민-평화시민-세계시민 차원의 시민성교육이 필요한 

만큼 서로 비교되고 그 교육적 성격과 목표를 보다 명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런 점

에서 이번에 제작되는 『평화시민』과 『세계시민』 교과서가 여전히 『민주시민교육』 의 교과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과 학습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지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교

육청이 개발하는 인정교과서에서도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체계의 일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 세계

58)     이윤주, 앞의 글. p.235. 



한반도 평화교육의 길을 찾다 | 55

시민교육과도 중첩되고 있어 각각의 내용 체계도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가 제시하는 통일핵심역량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평화시민교육은 2015 교육과정의 방향과 목표에서 근거하여 창의융합형 인

재상을 통일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근래에는 OECD가 역량(competency) 개념을 우리의 전

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적용되어 왔다. 

역량은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요구지향

적(demand-oriented)’ 성격을 갖는다. 평화시민 교과에서는 시대적이며 국가 · 사회적인 필요에 

근거하여 통일핵심역량을 화해역량, 평화역량, 통합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 단계에선 통일

핵심역량의 교과역량 요소와 그 하위 요소를 구분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 목표와 관련하여 보다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제안이 필요하다.  

넷째, 평화시민교육은 통일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평화적 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

화시민교육의 방법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학습자가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얻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 하는 행위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과

서 모형과 수업방법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competency-based curriculum)에 토대로 평화시민 교과서 모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시

민성 함양을 위한 교수법의 원리와 시민성교육의 수업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동반되

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재구성해보고 세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평화능력(transformative peace capacity)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성교육과 통일교육이 의존하는 방법론적 국가주의 경향

과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에 의존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Brenner(2004)가 지적한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59)를 활용하여 인성

교육과 통일교육의 한계를 성찰적으로 검토하면서 시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그러한 오류

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

‘국가 주도적 인간교육(인격교육)’ 과 ‘국가 주도적 정치교육’의 형태로 전개되는 「인성교육진흥

법」에 의한 인성교육과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통일교육은 또한 ‘국가 주도적 도덕교육’의 경

험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전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교육사 100년 동안 국가가 도덕교육을 주도하여 왔듯이 각 집권 세력이 자신의 정치

적 정당성을 국민적으로 내면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매체로 도덕교육, 이념교육, 인성교육을 활

용하여 왔다. ‘국가주도적인 도덕교육’은 이데올로기 전달 교육에서 개인 덕목 중심의 인성교육

을 거쳐 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민주시민교육 또한 도덕적 정치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로 

59)      방법론적 국가주의 흔히 사회교과(지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정치-사회-경제
적 과정이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다중적이고 중첩적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스케일 중심적 인
식론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과정을 다중 스케일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박배균, 앞의 글,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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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도덕화 교육(education for the moralization of nation)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60)

또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의 접근법은 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라는 실체를 개인으로 환원한

다는 점에서 요소주의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해 사회학에 기초하여 사회라는 실체를 개인으로 환원하고 개인의 인식 전환과 능력에만 집중하

고 있다. 사회는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가 자율적인 행위자들의 의도적 결과라는 인상

을 산출하는 이해 사회학은 사회를 지나치게 ‘인간주의적으로’ 파악하는 허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61)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따르자면 사회적 삶의 기본 단위는 “개별 인간의 행위” 이며, “사회

제도와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개인들의 행위 및 상호행위의 결과로 생겨나

는가를 보이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체계에 순응하는 내면화에는 적합하지만, 시민

성을 함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역량을 기르는 학습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국가주의적 교육풍토가 힘을 발휘하는 현실 앞에서는 그러한 개인은 너무도 무력하기 때문

이다. 국가주의적 경로를 뛰어넘는 학습자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60)     홍윤기, “한국의 도덕교육과 시민사회,” 한일합동교육연구회, 『한일교육연구』 21(2015.12), pp.154-172.
61)     이기홍, “행위, 행위주체 그리고 구조,” 『한국사회학』, 제28집(1994),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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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열어가는 소중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특히 어린이

어깨동무 창립 20주년과 평화교육센터가 개원되는 뜻깊은 자리라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은커녕 

일상적인 평화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심포지엄은 그 의미가 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발표를 맡으신 정용민 선생님의 발제를 통해서 <‘평화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시도>

에 대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 개발에 함께 

참여한 입장에서 여러모로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 토론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평화교육센터의 모색할 바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

화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생김이 다르듯 참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평화교육센터에

서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다채로운 생각들을 모아나가실지 기대가 큽니다. 관련해서 공교육 현

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의 입장과 인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고 또 평화박

물관 평화책 선정 위원회 활동을 한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평화’의 관점으로 살피는 지속적인 연구

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용민 선생님과 함께 집필에 참여한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시민』 

교과서는 여러모로 생각해 볼 점들이 많습니다. 이 교과서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 살펴

볼 점들은 정용민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국가인권위원

회, 여성가족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새 교과서가 나오면 발간하는 교과서, 교육과정 분석 

보고서 사례를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

과 ‘양성평등’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교과서와 교육과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보고서들은 교과서 집필진들과 연구진들 그리고 교과교육 연구자들에게 

전해져서 교과서 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과정에 중요한 자극을 주고 있

습니다. 이런 형태로 평화교육센터에서도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평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

하여 이를 꾸준히 펼쳐내는 것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둘째, 평화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열어가는 허브로서 평화교육센터가 자리매김하면 좋겠습니

평화교육센터의 새로운 출발  

배성호(서울삼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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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화시민교육의 범주는 대단히 폭넓고 다채롭습니다. 더불어 이를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곳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

황에서 평화적 감수성을 키우면서 유쾌한 사회적 상상력을 모색하는 장으로 평화교육센터가 새

로운 발걸음을 열어 가면 좋겠습니다.

평화시민교육의 활성화 방향1) 

사실 위의 활성화 방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평화시민교육으로 모색한 것입니다. 정

용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화시민교육의 정체성을 제대로 탐색하는 가운데 위와 같

은 활성화 방안을 염두 해두면 좋겠습니다. 실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잘 꾸려왔던 어린이

어깨동무의 평화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교육 현장과 함께 소통하며 열어간 평

화교실 그리고 방학 등에 나눈 평화 캠프 등의 활동을 알차면서도 유쾌하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평화박물관에서 꾸준히 펼쳐갔던 평화책 선정과 일련의 활동들을 다

시 새롭게 열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화책 활동은 단순히 평화책 선정만이 아니라 학교 및 공

1)      이 방향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해서 마련한 보고서[홍미화 외(2016),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평화시민교육의 활성화 방향1)

1. 학습자의 이해에 기초한 평화시민교육

○ 학생 주변의 생활 세계에 기초한 평화시민교육

○ 학생 스스로 공감과 이해가 가능한 평화시민교육

2. 지적 유연성과 비판적 사고를 추구하는 평화시민교육

○ 학생 스스로 탐구 활동이 가능한 평화시민교육

○ 생활 세계와 지적 개념을 연계하는 실천중심 평화시민교육

3. 교과 통합적 학습이 가능한 평화시민교육

○ 교육과정의 기본 수준을 통합적으로 구현한 평화시민교육

○ 학생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활동의 통합적 평화시민교육

4. 살아있는 이야기로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평화시민교육

○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이야기 중심 평화시민교육

○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평화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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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도서관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의 작은 도서관에서 누구나 평화의 마음을 열어가는 방식으로 평

화를 나누는 잔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개성에 평화나무 심기 같은 행사나 아니면 남북 어린이 그림 나눔 

등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반 친구들과 개성에 가서 평화나무를 심었

고, 일본의 친구들과는 5년간 그림편지 나눔을 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설정한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철조망과 바다 건너 나와 똑같은 친구가 있다

는 것을 일깨워가면서 평화의 소중함과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

인 국가주의가 아니라 인도주의를 통한 평화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너르게 일깨우는 만남의 장

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과연 평화시민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연구가 실천적으로 펼쳐지길 바랍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유치원에서도 홀로코스

트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홀로코스트 교육 원칙’이 있

기에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5·18기념재단에서는 ‘5월 교육 원칙’을 세우고 제주 4.3

평화 기념관에서의 새로운 전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 딛고 있는 삶의 자리

에서 평화적 감수성을 키우면서 평화를 열어갈 수 있는 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평화교육센터가 

새로운 길을 열어 가면 좋겠습니다. 평화교육센터의 새로운 출발이 신영복 선생님 말씀처럼 평화

의 시작을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

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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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에서 제시된 ‘평화시민교육’이 시민성 교육을 지향하는 점과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

육의 연계를 강조한 점, 인성교육의 위험성과 시대착오성과 통일교육의 한계를 지적한 점을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평화시민’을 구상할 때, 그 시민상이 기본적으로 평

화적/평화로운 시민을 의미하는 것인지, 평화를 지향/실천하는 시민을 의미하는 것인지 혼선 

또는 애매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평화시민이 시민

성에 새로운 내용이나 지향을 담은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  그래서 ‘평화시민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21세기 인권

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평화권(인권의 하나로서 평화를 향유할 권리) 논의과 기타 연대적 

인권 논의에서는 이미 근대적 ‘시민성’을 넘는 권리조항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시사점이 큽

니다. 국가-시민 관계를 넘는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가치와 행동을 어떤 ‘평화시민성’이

라고 부를 수 있을런지요.

○  이와 연관되어, <표1>에서 민주적 시민성의 영역을 개인/사회로, 평화적 시민성의 영역을 지

역으로, 세계시민성의 영역을 세계로 설정하고 민주적, 평화적, 글로벌 역량을 구분한 것은 오

류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경험과 개념화가 축적된 민주적 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은 서로 

중첩되고 보완되는 시민성이지 영역이 다른 시민성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1세기 시민

성으로 간주되는 세계시민성의 내용과 그 교육적 목표(정치적 수단으로 교육자의 진급 수단으

로 형애화되지 않는 경우)는 개념상으로는 글로컬적 시민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서 21세기 시민성 논의는 영역이나 주제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통합-연계하는 사고를 요청하

고 있다고 보입니다.

“평화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대훈(성공회대학 평화학·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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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육의 한계에서 다른 교육방법론상의 한계 즉, 일방향성, 집단성, 탈개인화, 동원화 등의 

문제는 방법론상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주류 교육계의 교육철학과 한국 사회의 주류 성인

문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며, 통일교육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최근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 펴낸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평화교육 교과서 또는 참고자료에서도 일부 형

식적 탈피 시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올바름을 가르친다”는 교육관이기도 

합니다. ‘가르침’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를 성찰하지 않고 시민성 교육을 구상할 수 있

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  즉 어떠한 이름의 시민성이라 하더라도, 시민성 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의 역량과 학습 주

제와 내용,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교육자의 철학-태도-역량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화시민교육의 지향하는 이 일관성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평화시민교

육의 진행자가 갖추어야 할 철학-태도-역량은 어떤 것일런지요. 이러한 교육 진행자의 역

량을 염두에 둘 때, 평화시민교육 교과서를 집필하는 저자들의 교육철학과 태도 역량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교육]은 한반도 분단과 대립을 문제상황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과 대립은 한반도 내적 현상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동시에 또 외적 현상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내셔널 관점이 아니라 글로컬 관점으로 생각하면, 한반도 분단과 대립

은 지구적이면서 지역적이고 동시에 문화적이며 내면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평화시

민교육은 민주적 시민성, 세계적 시민성, 탈시민적 존재론과 긴밀한 연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

다.

○  2015 교육과정 총론의 통일핵심역량(표4, 표5)에는 화해 역량, 평화 역량, 통합 역량에는 다른 

시민성 교육에서는 제시되지만 여기서는 제시되지 않는 생략 역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젠

더 감수성과 젠더 주류화가 생략되어 있고, 군사주의와 군비경쟁에 대한 태도와 가치, 생태주

의적 삶, 그리고 적극적 평화론과 21세기 시민성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저항적 실천의 권리와 

의무 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통일역량과 무관한 것이므로? 또는 달리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까요?

○  반평화적 현실, 반통일적 현실, 시민성, 평화 감수성, 실천성 등을 통합하려는 이와 같은 교육

적 시도는 필연적으로, 주제와 내용의 방대함, 교육 시간의 부담, 다양한 페다고지 습득의 부담

을 갖게 됩니다. 또 사실과 지식 중심, 가치와 태도 중심, 체험 중심의 중심 설정에서 흔들리다

가 애매한 합으로 가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 

무엇을 학습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어떤 것이든(주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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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두면, 새로운 지속적 학습 역량이 형성되지 않

을까 생각해 봅니다.

○  특히, 한국에서 시민성과 관련된 교육에서 교육진행자의 민주적-평화적-글로컬적 사유와 가

치, 민주적 감성적 소통촉진 역량, 수평적 관계 역량, 다양한 페다고지 수행 역량, 교육 철학의 

부족함이 반복해서 장애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주제 의존적이지 않은) 배움의 역량은 어

떻게 형성되는가, 한국 사회에서는 배움 역량이 어떻게 축소되는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

겠습니다.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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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의 한반도는 ‘위태로운 평화’속에 있다. 전쟁이 없다는 점에서는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법적, 기술적 현실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위태

롭고, 아슬아슬한지를 말해준다. 더욱이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즉, 남북간

의 군사적 긴장과 경쟁, 주변국들의 갈등과 대결의 격화, 군사적 움직임의 강화는 현실의 ‘위태로

운 평화’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우리에게 평화는 생존의 문제이며, 동시에 통일을 위한 필수적 조

건이며 방식이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평화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또한,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순간 평화와 통일을 분리해서 사고하

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평화와 통일은 분명 이론적, 실천적으로 내용과 방향이 다른 독자성을 

갖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평화없는 통일, 통일없는 평화’는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평화의 본성

에 비추어보더라도 한반도에서 통일이 없는 ‘분단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동시에 사고할 수 있어야 하며,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통일의 특수

한 가치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라고 믿으

며, 어깨동무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가치로서 ‘화해와 협력, 신뢰와 연대’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

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가치로서 남북의 화해, 협력 그리고 신뢰와 연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

일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이자, 동시에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일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평화통일을 위한 어깨동무의 길찾기

정영철(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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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1)

 

1) ‘모든’ 통일에서 ‘평화’ 통일로 

한반도의 분단 이후, 통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위였다. 무력을 동원한 것이든 혹은 평화

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든 통일의 대명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었다. 남북 모두 힘

으로라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고, 전쟁에 의한 통일이 실패로 귀결된 이

후에도 힘에 의한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남북의 통일론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당면의 통일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도적 평화공존을 거쳐 통일로 가는 

방도가 모색되었다. 북한이 제기한 1960년의 과도적 연방제는 과도적 평화공존을 당면의 과제로 

제기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로 가는 길을 제시했으며,2) 같은 시기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은 ‘선건설 후통일’을 통해 당면하여 평화적인 건설과 경쟁을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하였다. 1960

년대에 들어와 남북한은 통일이 어느 한 체제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또한 단기간에 성취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과도적인 조치로서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다.3) 그러나 이 당시의 평화공존은 말 그대로 통일의 과도적 조치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평화공존이었다. 김일성의 표현으로는 ‘중간 걸음’이었을 뿐이었다. 

평화 통일이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시기는 1970년대 부터였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

명’4)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원칙으로 합의함으로써, ‘모든’ 통일에서 ‘평화’적인 통일

이 남북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이 되었다. 사실, 1970년대에 이르러 남북한은 이질성의 정도, 무

력을 동원한 방법의 불가능, 국제적인 조건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의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이 현

실 가능한 선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의 평화와 통일은 하나의 몸체였다. 당

면해서 평화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지만, 이 역시 통일이라는 커다란 구조 내에서의 평화였

고, 평화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모든’ 통일에서 ‘평화’적인 통일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이 시기까지의 통일론은 남북 모두가 통일을 가장 큰 과제이자, 평화를 통일이라는 울

타리 속에서 사고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      2장의 내용은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서울: 선인, 2012)에
서 대폭 축소하여 요약하였고, 일부 수정한 것이다.

2)      북한의 초기 연방제안에 대해서는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1962.10.23),” 『김일성
저작집 1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여기서 김일성은 연방제를 거쳐 완전한 통일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한편, 북한의 연방제 제안과 4.19 혁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모니까, “4월 민중항쟁 전후 북한의 통일노선과 통일
정책,” 한국역사연구회 편, 『4.19와 남북관계』(서울: 민연, 2001)을 참조. 

3)      임수호는 이러한 남북한의 변화에 대해 ‘조기통일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점차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기 시
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화체제가 통일문제와 분리되어 상대적 독자성을 띠기 시작’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18집 2호(2009), pp. 60-62.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과도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1960년대 들어와 평화공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긴 하였으나, 이는 조기통일의 기대를 포기했다
기 보다는 과도적 조치로서 통일 준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당시, 7.4 남북공동선언은 남한의 지식인 및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통일의 실현 가능
성에 대한 주관적 기대를 높여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준하는 그해 9월 <민족주의자의 길>을 통해 ‘모든 통일은 선’이
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씨알의 소리』 197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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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와 통일의 재정립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평화와 통일은 점차 분리되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현실적으

로 통일의 실현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남북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

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 및 평화 운동이 대

중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데에 있다. 사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 민주화 운동에 

집중하였고, 통일문제는 부차적인 관심사였거나 민주화의 이후에 제기될 것이었다. 대중적인 통

일운동이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88년 대학생들의 선도적인 문제제기 이후 폭발적으로 전개

된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 문제는 민주화의 공간이 확장되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로 제

기되었다.5) 초기 통일운동은 주로 ‘북한바로알기 운동’과 같은 대중적 관심의 환기가 중심이었고, 

자주적인 교류와 협력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통일 운동은 

정부와의 투쟁 일변도였고, 이러한 구조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소위 ‘재야 민중운동세력’이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당시까지도 평

화의 문제는 통일과 동의어 혹은 통일에 종속된 하위의 문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한

미군 철수, 비핵 군축, 평화협정 및 불가침 문제 등은 그 자체로 평화운동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통일운동의 주된 구호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평화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핵심 논제로 등장한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지

속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계기로 한 한반도의 불안정의 지속을 들 수 있다. 즉, 당면의 과제로서 

평화는 미래의 과제로서 통일보다 더욱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당면의 평화가 중요한 

만큼 남북의 공존에 대한 인식의 강화 즉, 공존의 가치관 증대가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를 재해

석하게 된 것이다. 평화에 대한 재해석은 과거의 ‘냉전적 안보 의식’의 해체와 동시에 남북간 평

화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그리고 남북의 체제 이질성의 확인 등에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남북한의 체제 규정력이 강화되면서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의 가치를 더욱 선호하는 

현상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6) 사실, 이러한 공존의 가치의 증대는 민주화의 가치가 

증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관이 증대되면서 과거의 이분법적 세계관

이 점차 약화되고 이질적인 것과의 공존이 강조되고, 남북관계에서는 이를 위해서 평화적 공존이 

전제될 때 만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확대되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안보담론이 점차 힘을 잃고 평화담론 혹은 공존의 담론이 증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이 

시기 평화의 보편성이 강조되면서, 독자적인 평화의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에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이 자리하고 있다. 1990년대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성장한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통일 NGO로서의 활동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이로부터 평화의 개념이 단지 ‘전쟁이 없는’ 소

5)      민주화와 통일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 역시 이 당시 중요한 논점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민주화의 성장이 통일
운동의 동력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0년‘4.19혁명’ 이후의 공간에서도 그랬고, 1987
년 이후의 민주화의 공간에서도 그러했다. 

6)      여기에는 ‘동.서독 통일’의 경험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당면하여서
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선호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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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것에서부터 개인의 평화, 갈등의 관리와 전환, 구조적인 평화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 즉, 

현실에서의 한반도 평화의 요구와 함께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평화의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그것이 보편적 가치로서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설적으로 통일운동을 시민사회 진영이 평화 운동의 내용을 통일운동의 내용으로 

풍부화하지 못했던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7) 평화의 문제를 구호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문

제로, 대중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통일과의 관련성 혹은 통일운동의 자체 내용으로 풍부화하지 못

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자칫 대립적인 혹은 다른 영역으로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사실, 북핵문제의 지속과 북미대립 등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진영이 평화의 문제를 통일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북미간의 문제로만 좁혀놓음으로써, 한국 내

에서의 평화운동의 중요성 혹은 평화운동의 풍부한의 발전과 이의 통일운동의 풍부성으로의 발

전에 대한 고민은 그 만큼 소홀히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8)

이러한 상황이 지난 90년대 이후 지속되면서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점차 일부 진영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그리고 현실적인 평화의 시급함 및 평화 의제의 본격적인 제기 등으로 구분되어 인식

되고, 분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러한 통일과 평화의 분기 현상이 기존의 전

통적인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이자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담론에 대한 도전으로 충

만해 있다는 점이다.9) 따라서 통일과 평화의 분기 현상을 인위적인 두 개의 길로 인식하기보다는 

달라진 주체, 시대 등을 반영한 평화와 통일의 풍부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듯 하다. 

즉, 현재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분기와 독자성에 대한 인식이 발전적인 논쟁을 거치면서 평화운동

과 통일운동 모두를 풍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와 특수한 가치로서 통일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의식의 발전은 평화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을 높여놓았다. 이제는 평화 그 자체에 대해 부정하기 힘들어졌고, 평화를 하나의 보편적이고 당연

히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평화의 가치가 보편적임은 분명한 사실

이지만,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평화의 추구가 

통일의 주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 두 국가로의 분리 혹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한 분단의 논리로 기능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의 문제는 보편적 가치로서, 그리

고 당면의 과제로서 핵심적인 의제이지만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목적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10) 

즉, ‘통일을 위한 평화’로서의 적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평화가 ‘평화 그 자체를 위한 것’

으로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반(反)평화의 근원을 제거하는 분단의 극복, 곧 통일을 통해서만 평

7)     이남주,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의 역할과 가능성,” 『창작과비평』 36권 4호(2008), p. 378. 
8)      이남주에 의하면, 이 역시 편향을 낳을 수 있다. 즉, 평화운동이 통일운동의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지

만, 자칫 남한 내의 문제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남주, 위의 글. 
9)      이와 관현 구갑우는 ‘비판적 평화담론의 핵심으로서 안보담론을 평화와 협력의 담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갑우, “한국의 ‘평화외교’: 평화연구의 시각,” 『동향과전망』 67호(2006년 여름호), p. 128. 
10)     이에 대해서는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전망』(서울: 해남,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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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면해서 평화와 

통일의 분리라는 잠재적 분열을 막고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평화의 문제를 갈퉁이 말한 ‘적극적 평화’로까지 확장한다면, 분단의 극복은 한반

도에서의 소극적 평화의 실현만이 아니라 분단을 명분으로 한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의 전환, 안보를 매개로 한 사회적 폭력의 확대 재생산 구조의 약화, 분단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일상생활의 폭력적 구조의 해체 등 까지를 의미한다.11) 문화적인 획일성과 폭력성의 내재, 전쟁 

문화의 내재화 등 문화적 폭력 그리고 억압과 착취에 대한 구조화 역시 분단을 통해 정당화되었

다. 이러한 평화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줄 수 있다. 

과거 남북의 화해와 협력 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제거라는 것으로 제한되었던 통일이 이질적인 

것의 평화로운 공존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폭력의 제거라는 보다 더 심화된 인식을 가져

다 줄 수 있는 것이다.12)  

이렇게 본다면, 결국 평화는 보편적 가치로서 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한반도 가치의 실현을 위

해서도 요구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폭력은 곧 

분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목도하고 있듯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미중간의 북핵문제

를 빌미로 한 군사적 긴장의 고조 등의 냉전적 안보 논리의 확대, 그리고 안보를 명분으로 한 사실

상의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분단현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한편, 통일 역시 한반도적 특수성의 영역에만 갇혀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

은 한반도 특수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가치를 

통한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하는 한 그 동력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즉, 통일은 평화를 통해 자체

의 동력을 확대하고 풍부화하여야 한다. 이는 과거 통일운동 진영이 평화의 문제를 자체의 동력

과 내용으로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자,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13) 결국 보

편과 특수의 변증법으로서 평화와 통일은 이분법적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연대 대상

으로 되어야 한다. 그것이 평화와 통일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평화-통일운동으로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4) 평화,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제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민주주의이다. 이는 

단지, 민주주의와 평화, 민주주의와 통일의 관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반이 없이는 

한반도 상황에서 언제든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를 위협하게 된다는 점이

11)      우리 사회의 폭력과 분단, 특히 전쟁과 폭력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 연구서들이 출간되어 있다. 김동춘, “국
가폭력과 사회계약: 분단의 정치사회학” 『경제와사회』 36호(1997); 김귀옥,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서울: 선인, 
2008); 김동춘, 『전쟁과 사회』(서울: 돌베개, 2006) 등을 참조. 특히, 반공이데올로기의 폭력성, 국가주의, 권위주의 등은 
분단에 따른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문화적 폭력까지도 정당화한 가장 강력한 통치수단으로 작용하였다. 

12)      물론 이러한 이질적인 것의 공존으로서 통일은 독일 통일의 경험 속에서 급격한 체제 통합에 대한 부정과 이질적의 공존
을 통한 점진적 통일/통합에 대한 사고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문화,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서울: 또하나의문화, 1996) 등을 참조. 

13)     이에 대해서는 이남주,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의 역할과 가능성.”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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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후퇴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위협, 통일의 위협으

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평화는 구조적 폭력을 통해서 더욱 위협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폭력은 ‘반(反)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기된다. 우리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이 결국은 평화와 

통일의 공간을 만들어왔고, 특히 민중-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민주주의가 평화와 통

일의 주체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이, 평화와 통일

은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 이를 독점함으로써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

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반 없이는 평화와 통일이 오히려 정치권력의 도구로서, 그리고 시

민 주체를 배제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이 언제든 수단화 될 수 있다. 분단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점

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체로서 개혁-진보 세력은 평화-진보세력, 통일-진보세력이 되어야 하

며, 이는 민주주의의 토양에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정치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14) 따

라서 이 시점에서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의 진전이 곧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어깨동무의 길찾기

1) 실천으로서 평화와 통일 지향

평화를 명쾌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평화 개념에서부터, 구

조적-문화적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적극적 평화’까지 평화가 포괄하는 범위는 대단히 광범

위하다.15) 최근에는 평화가 단지 전쟁과 폭력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 삶의 핵심 가치로서의 

‘인권’ - 평화권 - 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16) 이렇게 보면 평화에 대한 정의는 항상 ‘반대 개념’에 

대한 반정립으로서 가능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17) 또 이는 인간 삶의 지속적인 ‘발전’의 과

정에서 부딪히는 온갖 장애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평화를 사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

에게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아직 전쟁을 채 끝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소극적 평화’라도 공고하게 구축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더

욱이 최근 일련의 남북의 갈등, 미중간 갈등과 군사적 전개 등을 보면 하루빨리 ‘소극적 평화’의 

구조가 갖추어지는 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함을 느끼게 된다.18)

이러한 조건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의 가치는 실천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

은 현재의 ‘분단’과 ‘평화 위협’에 대응한 실천적 행동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기 때문이다. 실제 평화는 그 본성상 실천성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포괄하고 있다. 문제는 이

14)     서동만, “6.15시대 남북관계와 한반도 발전구상,” 『창작과비평』 34권 1호(2006), pp. 224-230. 
15)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요한 갈퉁, 강종일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서울: 들녘, 2000). 
16)     인권의 역사와 ‘평화권’에 대해서는 조효제,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2012).
17)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pp.32-49.
18)      한국의 평화운동에 대한 짧은 글로서는 서보혁·정욱식, 『평화학과 평화운동』(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중 2부 2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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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실천성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이다. 이미 국내의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평화와 

통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이 내

세우는 대부분의 평화와 통일은 주로 ‘전쟁 반대와 군축, 비핵’ 등과 관련된 ‘안전’ 및 ‘소극적 평

화’의 구축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 군축 및 미국까지 포

괄하는 군축 및 군비통제,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전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등

이 요구된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북핵문제’ 및 이를 명분으로 한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과 군사

무기의 경쟁적 도입 등의 현실에서 위와 같은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평

화군축 등의 ‘평화만들기’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통일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

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명분과 위기는 ‘한반도의 분단’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군

사적 충돌,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갈등과 최근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이르기까지 한

반도에서의 평화는 분단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하나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화는 분단을 극복하

고, 분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까지 우리의 인식을 깊게하고, 그 실천성을 확장하는 것이 중

요하다.19)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말하듯이, ‘과정으로서의 평화’ 또한 중요하

게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실천으로서의 평화통일’을 뚜렷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20)

그렇다면 실천으로서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어깨동무가 지향해야 가치는 무엇일까? 평화

의 보편성과 통일의 특수성을 결합하고, 이를 하나의 실천적인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확산시키고, 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과 성찰에 기초해 한

반도에서의 ‘폭력’의 근본원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확산시키고, 이를 생활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깨동무는 남북의 어린이가 함께 할 미래를 위해 평화와 통일을 

상상해왔고, 그러한 상상을 실현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앞으로의 어깨동무의 활동 역시 이러

한 방향과 내용을 지금의 현실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그에 따라 통일에 대한 ‘미래 희망’이 점차 약화 혹은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깨동무가 해야 할 일은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그러한 가치

관이 일상의 가치관이 되도록 하는 것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어깨동무의 평화통일의 길찾기가 이러하다면,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는 ‘화해와 협력,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지향해야 할 가치관의 핵심으로 삼고자 한다. 이미 화해와 협력이 과거의 역사로, 

잊혀져가는 경험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의 평화의 근원은 다시 한번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

로 시작되어야 함을 재성찰해야 할 것이다.21) 사실, 한반도 분단으로 기인한 평화의 위협을 근원적

19)     서보혁·정욱식, 위의 책, pp. 199-202.
20)      ‘과정으로서의 평화’는 평화를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실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취되

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대북인도적 지원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의 20년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민협, 『대북지원 20년 백서』(서울: 북민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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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거하는 것이 ‘분단의 극복’에 있다고 한다면, ‘분단의 극복’을 위한 첫 출발은 ‘화해와 협력’

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길은 ‘신뢰와 연대’를 실현하는 것

에 있다. 통일은 다름 아닌 남북 모두의 ‘신뢰와 연대’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현재 우

리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신뢰와 연대’는 공존으

로부터 출발하며, 다름의 인정과 공존을 통한 ‘신뢰와 연대’ 만들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어깨동

무가 지행하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신뢰와 연대’는 남과 북의 평화적인 공존으로부터 시작한다. 

남과 북이 마주하고 적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평화적인 공존은 남과 북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

을 인정하고, 전쟁과 분단으로부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

적 공존의 가치가 확장되고, 공존에 기초한 화해-협력의 증진, 신뢰-연대의 추진은 곧 평화와 통

일이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듯이, 평화 

역시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향해야 할 과정이며 동시에 통일의 든든한 토대를 쌓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어깨동무의 평화통일의 길찾기는 ‘실천으로서의 평화 통일’이며, 남북의 평화적인 공존의 기

초 위에서 ‘화해와 협력,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화해와 협력으로서 평화통일

남북한의 분단은 남북 모두에게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을 심어놓았고, 이를 재생산하는 구조

적-문화적 폭력의 진원이 되고 있다.22) 비록 한국전쟁 이후, 70여년 동안의 전쟁없는 ‘소극적 평

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마저도 ‘불안한 평화’ 속에 있으며, 국가 폭력에 의한 ‘또 다른 폭력’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안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국가 폭력은 그 명분으로서 분단과 ‘북

한의 위협’에 있으며, 그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군사적 경쟁의 한 복판에 내몰리고 있다.23) 

결국 우리에게 평화는 분단의 문제인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70여 년의 ‘불안한 평화’ 

속에서도 그나마 ‘평화’를 향유했던 기간은 10여 년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 10여년의 기간 동

안에도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돌을 ‘더 큰 충돌’로 만

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만남’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더 큰 가치 

추구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25) 200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화해와 협력’은 남북은 

물론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을 적지 않게 걷어내었고, 화해와 협력에 대

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북인도적 지원으로 물꼬를 

텄던 지난 2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평화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 하나가 때로는 거대한 물줄

기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고, 구호와 당위만이 아닌 오히려 ‘시민의 참여’가 확대

될 때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진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론적으로 보더라

22)     분단의 폭력에 대해서는 김동춘, 『전쟁과 사회』(서울: 돌베개, 2006).
23)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그 핵심에는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놓여있다. 
24)     1999년의 서해교전이나 2002년의 서해교전은 모두 ‘화해와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에 일어났다.
25)     임동원, 『피스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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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불안한 평화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실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재 목도되고 있는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주로는 ‘위로부터의 갈등과 구조’에 의해 생산-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라면, 화해와 협력은 아래로부터의 ‘평화 만들기’를 위한 실천 활동이며, 

미래의 통일된 사회를 위한 거의 유일한 과정이자 준비인 것이다.26) 또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

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에 포위된 채로 ‘소극적 평화’ 마저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한

반도에서 폭력의 근원에 대한 반성과 성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폭력의 근원을 해

체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지난 10여년의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아직까지 긴 여

운을 남기고 있는 오늘날에도 시민들은 갈등과 충돌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평화라는 가치관이 보편적 가치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된 것에 핵심적인 원인

이 있지만, 역사적-경험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보다 더 올바른 길

임을 실천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화해와 협력은 대북 인도적 지원 20년을 경과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중요하게 제

기된다.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화해와 협력’이 남북 대결의 도구로서 대북 압박의 수단이 되고 있

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화해와 협력’의 가치는 남북의 대결적 감성을 누그러뜨리고, 평화적인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동

시에 통일을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의 세대가 화해와 협력의 올바

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를 위한 실천적 활동을 해 나갈 때에 분단에 따른 적대와 갈등의 현실을 올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깨동무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적 지향으로서 화해와 

협력은 어깨동무의 존재와 활동의 정체성, 그리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현실의 과제에 가장 충실한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뢰와 연대로서 평화통일

평화는 신뢰가 전제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평화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 되고 말 것이

다. 물론, 평화는 이처럼 좁게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신뢰의 부재, 불신의 증

폭은 평화가 아닌 ‘폭력’의 명분이 된다. 또 하나 신뢰와 연대는 통일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이자, 자세이다. 남북의 분단은 사실, 남북의 불신과 갈등과 적대이며 분단의 극복은 신뢰와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 남북 사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요청되는 평화통일의 

가치이다. 즉, 우리 사회의 신뢰와 연대만이 평화와 통일을 만들고,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인 

것이다.27) 어깨동무의 평화통일의 길찾기는 그런 점에서 ‘신뢰와 연대’를 가치로 한 실천적 활동

이어야 한다. 

26)      이와 관련 통일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의 문제가 제기된다. 남북의 미래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부단한 교류-
협력만이 부작용와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동방정책’의 설계자였던 
에곤 바가 주장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에 대해서는 정영철, “사회문화 
교류의 순수성 신화에 대한 비판 - 문화의 양가성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1권 2호(2015); 독일의 동방정책과 그 협
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김연철,『협상의 전략』(서울: 휴머니스트, 2016), 제17장.

27)      통일과 연대에 대해서는 정영철, “연대, 분단의 질곡을 넘어,”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서울: 참여사회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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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늘날 ‘신뢰와 연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중의 하나는 안보를 둘러싼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0여년간 정권 안보 및 정당화의 원천이 분단이었음을 고려하면, 그리고 그 핵심에 

분단 구조가 놓여 있었음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도 해체되지 않고 있는 분단의 적대적 구조는 연대

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변화한 안보를 둘러싼 갈등은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한 남북관계와 이로 인한 대북관의 변화, 그리고 대미관의 변화와 

뗄 수 없이 연관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남남갈등’과 최근에는 다시금 악화된 ‘남북갈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온 ‘남남갈등’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진보

와 진보’의 틈새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평화와 통일 NGO 및 시민사회에 심각한 분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역시 북한을 둘러싼 문제에서 불거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분

열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동일성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28) 즉,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갈등’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뢰와 연대’는 평화와 통

일을 위한 우리 안의 갈등의 치유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안의 단합을 위한 필수적 요청 사항이라

고 할 수 있다.29)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우리 안의 갈등’이 스스로가 설정한 ‘다양성의 

인정과 공존’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의 보장을 주장했던 

시민사회 스스로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내부의 갈등에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큰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우

리 스스로가 상대방에 대해 ‘다름’의 인정과 공존의 가치를 그 만큼 더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분단-냉전 문화’ 속에 갇혀있고, 동시에 이를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는 ‘문화 냉전’의 틀이 은연중 작동하고 있다.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신뢰에 기초한 연대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길에는 다양한 주의·주장과 방법이 제기될 수 있다. 평화와 통일은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언제든 같이 할 수 있다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함

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연대’라 할 것이다.  

사실 연대란 차이를 전제한다.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대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연대는 

‘보다 더 많이, 그리고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끊임없이 분할과 

분열을 시도하는 분단 구조에 대항하는 유일한 대응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연대는 곧 분단 구

조의 부정이자, 분단 극복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분단의 해체와 통일로의 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로 용해되었을 경우, 우리는 통일이 우리만

의 특수한 가치의 실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보다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28)      진보 진영의 이러한 모습은 보수의 논리와 개념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사용하는데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진보 진영
의 상대방에 대한 공격 개념이 보수 진영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종북’ 개념이 
그것이다. 이제 이 개념은 보수 진영의 진보에 대한 공격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진보 진영 내의 갈등과 내부 논쟁의 와
중에서 만들어진 이 용어는 보수에게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 진보 전체를 공격하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용어와 
개념의 사용에 진보 진영이 스스로 신중을 기해야 함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29)      우리 역사에서도 이는 심각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단 한번도 중도파가 성공하지 못했던 역사는 그 만큼 우
리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협소하고, 극단적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에도 중도 통합의 길은 예외없이 실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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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랫동안 차이에 익숙치 않았던 문화를 향유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차이와 공

존이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되고, 평화의 보편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향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단’을 맞이하여서는 여전히 ‘안보와 갈등의 패러다임’이라

는 협소한 이념적 지형에 갇혀있다. 앞으로도 연대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평화통

일의 길찾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어깨동무는 ‘신뢰와 연대’가 우리가 지

향해야 할 평화통일의 핵심가치의 하나임을 분명히 할 것이고, ‘신뢰와 연대’의 실현만이 우리 사

회의 평화와 미래의 통일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4. 나가며 - 통일을 위한 평화, 평화를 위한 통일 

평화와 통일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평화가 곧 통일이며, 통일

이 곧 평화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은 ‘통일을 위한 평화이며, 동시에 평화를 위

한 통일’이어야 한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 등이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있

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소극적 평화’만이라도 공

고하게 형성되는 것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그런 현실인 것이다. 

또한, 평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전반적인 지형은 크게 ‘갈등 해결 - 갈등 전환’으로서의 

평화와 다른 한편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비핵, 군축 등의 구조적 평화에 대한 것으로 대

별된다.30) 이들 평화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대단히 중요하며,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에게 평화는 보편적 가치로

서의 일반론적인 평화와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가치로서의 ‘평화(분단)’가 동

시에 고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현실에서도 목도되고 있듯이,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평화에 

대한 위협은 결국 ‘분단’과 직접 관계되거나, ‘분단’을 매개로 한 안보, 적대, 갈등, 경쟁의 가치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실의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평화 위협’에 대한 근원적인 물

음을 제기해야 하며, 이러한 근원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문제제기가 요구되고 있

다. 즉, 개인적 안위와 평온함을 넘어서는 그리고 군사적 평화 위협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바로 ‘한

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접근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깨동무가 짊어져야 할 평화와 통일의 길찾기로서 ‘화해와 협력’, ‘신

뢰와 연대’의 가치에 주목한다. 오늘날 북한에 대한 적대적 혐오감의 확산31)과 이에 기대어 대북 

적대감과 갈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평화 감수성’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돌아보면 화해와 협력이 강화될수록 평

화감수성도 증대되었고, 또 그에 따한 남북의 평화로운 문제해결도 커져갔다. 또한, 현재 남북의 

화해협력이 중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남북의 대화와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30)     이는 필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이다. 
31)      북한에 대한 혐오감의 확산은 단지 우리 사회내의 이데올로기문제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부터 

멀어진 ‘북한’과 ‘핵문제’, ‘인권’ 문제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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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해와 협력’의 가치와 실천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의 실현은 한반도 전쟁

과 폭력의 근원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동시에 문제의 해결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길찾기로서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중시한다. 신뢰와 연대

는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존, 차이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다. 평화란 다름 아닌 다양성과 차이의 공

존이며 동시에 존중이다. 마찬가지로 통일 역시 남북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다

는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다. 또한, 통일은 남북의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신뢰와 연대로부터 출발하고, 가능하다고 믿는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회 내부의 숱한 갈등과 분열 역시 신뢰의 부재와 연대의 망각 속에서 가능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 역시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다. 

화해와 협력, 신뢰와 연대는 독특한 그 무엇이 아니다. 이미 어깨동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실

천해왔던 가치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화해와 협력이 중단되고, 신뢰와 연대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 과정은 분단

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적극적인 치유가 되기도 할 것이다. 

어깨동무는 남북의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을 함께 하는 것을 꿈꾼다. 그러기에 그 무엇보다 어깨

동무에게는 ‘화해와 협력, 신뢰와 연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서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할 가치이자, 현실에서의 실천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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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의 평화통일 길 찾기>

평    화

공존과 공동체 지향

평화 통일

평화군축

평화 감수성 교육 공존과 공동체 교육 역사와 통일 교육

갈등해결

갈등의 평화적 해결

갈등전환

평등과 정의

전쟁반대

군축

비핵평화

평화지향   분단과 통일의 역사

민주주의와 공동체 남북한의 이해(북한 이해)

함께하는 미래 통일의 이해

이해 

화해

지원과 협력

신   뢰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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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유엔헌장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리 국제연합의 사람들은(We the people of 

United Nations)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유엔은 분명 국가 연합체이다. 그런데 왜 헌장 서문은 국가(We the state)가 아니라 사람들(We 

the peopl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자신의 삶 가운데 두 번 연속 전쟁을 경험한 세계인들에

게 또 다시 전쟁을 겪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다.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는 마음은 

국경을 초월했다.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두 번 연속으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국가체제에 

대한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이들은 국가 간 연합으로 유엔을 창설하면서도 굳

이 자신들을 ‘국가’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로 표현했다. 국가 간 이해관계는 다를지라도 같은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의 전쟁만은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다짐도 잠시, 얼마 뒤 한반도에서 다시 큰 전쟁이 발생했다. 그것도 세계 각국이 참

여하는 동서 간 체제의 대리전 형태로 말이다. 이 전쟁은 3년 동안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고, 70

년에 가까워져 가는 지금도 휴전 상태로 남아 있다. 남과 북은 여전히 서로를 믿을 수 없고, 만일

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 휴전 이후 전면전의 재발은 막을 수 있

었지만, 6.25전쟁은 여전히 남북의 사람들 모두에게 개인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집단적 트라우마

로 남아 있다. 휴전 이후 남과 북의 정부는 모두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

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남과 북의 정부는 전쟁과 관련된 부정적 기억과 

상대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체제를 정당화하고 국내적 통합을 유도했다.1) 

한동안 남은 반공교육, 북은 주체사상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

을 심어 주었고 서로를 공존이 아니라 타도와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게 했다. 남북 모두 이러한 교

육은 계속해서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2)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화되었지만 한반도에서 어떻게 평화통일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한

1)      이명자, “전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 -역사/다큐멘터리/기억,”『통일문제연구』2011년 하반기(통권 제56호), 
p. 28. 

2)     한만길,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통일교육 과거·현재·미래』(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5-6.

‘평화통일을 위한 어깨동무의 길찾기’에 대한1)

김동진(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평화학 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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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념 대립 가운데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남남갈등이라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켰다.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입장 차이를 근거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남남갈등

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 왔다. 평화학자 갈퉁은 일반적으로 갈등의 심화 과정 속에 나타나

는 양극화 현상은 ‘나의 친구가 아니면 적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와 적에 대한 비인간화를 

증대시킨다고 지적한바 있다.3) 한국 사회에서도 남남갈등은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

북세력으로 보거나, 아니면 수구세력으로 보는 방식의 이분법을 등장시켰다. 이런 과정 가운데 

남남갈등은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정책갈등이 아니라, 적군과 아군의 이분법적 구분이 이미 명확

한 상태에서 상징화와 동원화의 과정을 거쳐 사실과는 동떨어진 집단 이익 갈등으로 변질되었다. 

보수적으로 규정되는 정부와 진보적으로 규정되는 정부가 내용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대북정

책을 추구하더라도 이들 진영 간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한국사회의 이념논쟁을 극대화시켰다.4)

이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끝나지 않은 전쟁과 평시의 일상이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모순

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어느덧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 전쟁의 공포를 경험

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은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에 비할 수 없

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게 적에 대한 적대감은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에 

비할 수 없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취업 난 가운데 다른 

것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국방의 의무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

다. 기성세대는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젊은 세대에게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과 함께 

적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고 싶은 듯하다. 때로는 이 두 가지를 안보라는 이름으로 동일시하기

도 한다.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교육은 북한도 다를 바 없다. 천진난만한 한반도의 어

린이들은 자라나면서, 서로가 싸웠던 것도 아닌데, 여전히 단지 북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단지 

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으로 볼 것을 강요받는다. 

그런데 요즘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는 절실함보다 적에 대한 적대감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올까봐 걱정이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은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을 따를 수 없지만, 상대

에 대한 적대감은 선전선동이나 정신교육만으로도 쉽게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의 무서움

을 모르는 세대에게 적대감을 더욱 고조시킨다면 혹시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학자 레더라크는 지속가능한 평화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넘

어, 분쟁 지역에서 평화적 역량을 가진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5) 결

국 평화구축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평화로운 국가는 결

국 지역 사람들의 것이며, 국가의 평화로운 미래는 이들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라이언(S. Ryan)

은 평화유지(peacekeeping)가 국가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갈등 지역의 전사들 사이에 담을 쌓

3)      Johan Galtung, "Conflict, War and Peace: A Bird's Eye View," in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eds.,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2002), pp. 4-6.

4)      정영철, “남남갈등의 변화양상: 갈등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중심으로,”『대북정책에 대한 소통증진 방안연구』(제주평화연
구원, 2009), pp. 137-149. 

5)      John Paul Lederach & R. Scott Appleby, "Strategic Peacebuilding: An Overview," in Daniel Philpott & Gerard F. 
Powers eds., Strategies of Peace: Transforming Conflict in a Violent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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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면 평화구축(peaebuilding)은 분쟁 지역의 일반인들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말한다.6) 같은 취지에서 리치몬드는(O. Richmond) 평화구축이란 서구 방식의 평화를 분쟁국가

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반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평화여

야만 한다고 주장한다.7) 

이런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은 정영철 교수님의 발표문에서와 같

이, 서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는 한반도 갈등과 폭력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근

본 원인 때문이다. 아무리 한반도에 여러 세대가 지나가도, 한반도 갈등이 지속되는 한 그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과 폭력의 역사는 사람들이 갈등 구조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분단을 겪

어야 했고, 또 서로 간에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다시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중단된 상

태이다. 분단의 역사로 인해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전쟁의 역사로 인해 분단의 역사가 이어

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역사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의 영역과 평화의 영역을 분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반증한다. 결국 평화 없는 통일시도, 분단구조 극복의 지향점이 없는 평화

의 시도는 모두 전쟁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남남갈등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한국사

회의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8) 한국사회에서 보수나 진보에 속하지 않으면서 평화·

통일에 대해 젊은 세대로서의 자기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청소년이 자

신의 영역에서 평화·통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들은 자동적으로 기성세대의 

진영에 편입되며 동시에 비난과 계몽의 대상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 청소년들에게 북

의 사람들과의 공동운명을 인식하는 통일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평화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

는 사회적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평화·통일논의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

소년/청년들은 이를 기성세대들에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 무한 경쟁

의 세계화 시대, 국적과 국경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서 현 한국사회 청소년/청년 세대

의 사회적 문제해결의 관심은 세계를 향하고 있다. 많은 초,중,고,대학생들은 배낭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인턴쉽, 유학 등 다양한 해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치열한 

국내 일자리 경쟁의 활로로 청년 세대가 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9) 이렇게 세계를 경

험한 청소년/청년들은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넘어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세계의 문제에 관

심을 가지게 된다. 최근 많은 대학생들이 제3세계의 빈곤문제,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등에 관심

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이와 조류를 같이 한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문제와 같이 기성세대의 이익갈

등으로 인한 정치적으로 혼란과 논란이 적으면서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이타성과 도덕적 

6)      Stephen Ryan, Ethnic Conflic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iltshire: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5), p. 
129. 

7)      Oliver P. Richmond, "beyond the Liberal Peace," in in Daniel Philpott & Gerard F. Powers eds., Strategies of 
Peace: Transforming Conflict in a Violent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8)     변창구, “한국 통일교육의 쟁점과 방향 -남남갈등을 중심으로-,”『통일전략』제 10권 제2호 (2010), pp. 11-16. 
9)      한국정부는 2009년부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2009-2013)’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취업, 인턴, 봉사활동 사업을 추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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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병길은 기성세대가 이런 청소년/청년들의 통

일의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주입식의 아젠다 설정, 통제, 감독이 아니라 이들의 상상력과 창의

력을 자극하여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 주장한다.10) 

다시 말해 향후 평화·통일 교육의 변화와 과제는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진영 속에 

편입시키려거나 계몽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상상력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

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기성세대는 이들에게 억지로 북의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이나 또는 민족성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며, 이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 들이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적 정책 논의과정 가운

데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상상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기성세대의 남남갈등도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

니라 청소년들과 함께 변화될 수 있다.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청년 세대의 상상력 가운데 국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 인권, 

생명 및 환경가치의 신장, 국제관계 개선 등 민주사회의 다양한 공공 쟁점이 통일 문제와 구체적

으로 결합된다면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을 넘어 남과 북의 사람들이 민주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구축해 나가는 한반도 평화·통일 국가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 공존하

는 타민족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세계 속의 지구시민적 가치를 경험한 청소년이 인종적 민족주

의를 넘어 민주 시민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평화구축 상상력을 보유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국가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좀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1)

또한 민주사회의 공공 쟁점과 결합된 구체적인 평화·통일논의 가운데 청소년/청년 세대는 한

국 사회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배제 현상이 극복될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통일 

국가를 그려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현상은 비단 한국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세계화 시대의 

시장은 기본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내면서 평화의 조건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12) 특히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시장과 시민사회가 열악한 북의 사람들은 대부분 패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이는 새로운 통일 한반도 국가의 평화를 위협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한국사회의 청소년/청년 세대는 북의 사람들과 함께 조율하며 승자독식 체제를 극복한 새로

운 대안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상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 국가 구축 과정은 좀 더 

평화로운 국제 경제 체제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을 겪어 온 한반도의 사람들이 전쟁의 불행에서 자신

들과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유엔헌장 서문을 다시 되새겨 보면 어떨까. ‘국가’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 준비가 지속되면 혹은 전쟁 준비가 과열되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10)      전병길, “청년층을 위한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통일교육 과거·현재·미래』(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12-
123.

11)     조대엽, “한반도 평화·통일운동과 시민적 정체성,”『사회과학연구』제49집 1호 (2010), pp. 173-175.
12)      Jackie Smith, "Economic Globalization and Strategic Peacebuilding," in Daniel Philpott & Gerard F. Powers 

eds., Strategies of Peace: Transforming Conflict in a Violent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3)     조대엽, “한반도 평화·통일운동과 시민적 정체성,”『사회과학연구』제49집 1호 (2010), pp. 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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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기에 평화를 준비해

야 한다. 남과 북이라는 국가 경계를 넘어 평화를 원하는 남북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깨를 마주하

며 새로운 한반도를 그리고 세워 가는 오늘과 내일에 한반도의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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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교수님의 발표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평화라는 보편 가치와 통일이라는 특수 과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접목되고 그 관계가 변화하며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

게 되었고, 동시에 분단 이후의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을 보다 명확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평화와 통일이 어떻게 서로 보편적 가치에 구체적 골격을 세워주며, 특수한 상황에 보

편적 이정표를 마련해 주는지를 풍요롭게 조망할 수 있게 된 점에 감사드린다.

발표자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평화는 통일을 위한 문제제기의 출발점이고, 통일이 지향해야 할 

보편 가치가 평화라는 관계설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근원을 찾아가

면 분단에 이르게 된다는 논의에 깊이 공감한다. 발표자께서는 앞의 논의를 통해 어린이어깨동무

(이하 ‘어깨동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화해와 협력’, ‘신뢰와 연대’라는 축으로 잘 제시해주셨다. 

발표자가 제시한 평화통일교육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몇 가지 어깨동무에 질문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통일교육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어깨동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무

엇인가? 어깨동무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통일 너머’에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통일 너머’에 있는 

인간상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깨동무가 구현하는 인간상을 기반으로, 

어깨동무가 추구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사명’, ‘핵심가치’, 그리고 어깨동무의 평화통일교육을 통

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획득하기를 목표로 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발표문

에서 제시된 평화통일의 핵심 가치와 어깨동무가 설정한 ‘인간상 → 사명 → 핵심가치  → 목표역

량’이 한 방향 정렬(alignment)되어야 장기적 전망에서 구체적인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대’의 이면에 있는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발표문에서 제시된 ‘연대’의 가치가 실

제로 어린이 청소년에게 교육의 컨텐츠로 만들어 질 때,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으로만 다

루어진다면 연대는 여러 가지 착한 생각 중의 하나에 그칠 위험이 있다. 연대의 핵심은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착한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나의 

‘어린이어깨동무’를 통해 꿈꾸는 진정한 연대의 길

박보영(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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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떼어 권리가 동등해 지도록 만드는 고통, 불편함을 감수하는 고통을 기반으로 한다. 차

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동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동등한’ 인간

으로서 권리를 나누고 존엄성과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우월함의 기반 위에

서 보호해주고 배려하는 것은 쉽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의 주체로 서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연대’라는 평화통일의 핵심가치를 다룰 때 어깨동무에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공

존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 권리를 나누고 불편을 감수하는 고통의 문제까지에 도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적인 연대의 심연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재미있게 구상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

제까지 통일교육은 너무나 재미없는 교육이었다. 너무 ‘당위’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현실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 이런 세대들

에게 평화통일교육이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을 보탤 것인가? 아마도 당위적 논리로 가득 찬 평화통

일교육은 아무리 교육이 이루어져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화

두를 어떻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레어 하고 싶은 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평화통일교육은 반드시 ‘통일’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발표문에서 이미 제기되었지만 남

한사회에는 그 자체에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남녀 간, 세대 간 갈등이 각종 

‘혐오’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고, 이러한 혐오의 문화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발표

자가 논의한 바와 같이 평화통일은 ‘연대’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인데 남한 사회 내에서도 작은 

차이로 서로를 혐오하는 판국에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더 큰 차이가 있는 남북한의 시민들이 만

나면 서로를 더 혐오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은가? 따라서 이런 혐오 문화에 대한 직접적, 간접

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만났을 때 ‘직접 만나보니 좋더라’가 아니

라 ‘직접 만나보니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어깨동무에서는 ‘통일을 이

야기하지 않는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남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를 넘어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관계형성의 기초체력을 형성해 줄 필요가 있다. 

토론자는 교육학 전공자로서 이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척 염려스럽다. 무한경쟁 속에서 

친구를 밟고 서더라도 자신의 성취를 위해 밀어붙이도록 자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남과 북의 평

화는 고사하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조차도 일구어낼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런 성장 세대들

에게 우리는 어떻게 연대를 가르치고, 어떤 평화통일의 길을 제시해야 하는지 그 척박한 길을 묻

게 된다. 

부디 어깨동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명력을 되찾아 줄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

야 한다’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성장 세대에게 ‘~하고 싶다’ 패러다임을 경험하게 해주었으면 좋

겠다. ‘통일해야 한다’가 아니라 ‘통일하고 싶다’는 열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일지, 

어떤 ‘경험’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평화통일 문제로 이끌어 올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들

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의 힘점’이 어디인지를 찾는 작업이 어깨동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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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평화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담아내야 하는 내용,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활

발하게 진행했던 것에 비해 남북의 평화라는 특수한 평화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논의

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발표문은 우리 사회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관련성, 차별성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이르러왔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지적해주신 

통일운동, 평화운동이 성찰해야 하는 지점은 향후 어깨동무가 활동하면서 극복,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던져주신 것 같다. 

이후 어린이어깨동무(이하 어깨동무)는 발표문에서 제안해주신 ‘화해와 협력’, ‘신뢰와 연대’라

는 핵심가치와 어깨동무가 교육해왔던 평화적 가치의 상관성을 보다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평화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 연구진들이 남북의 평화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덕

목)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함께 하면 좋겠고, 그 시작점이 오늘 심포지엄이 되기를 기대한

다.

과도한 해석일 수 있지만 발표문을 보면 어깨동무 활동이 통일 지향에 방점을 두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물론 어깨동무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그러나 굳이 ‘목표 지향적인 통일’과 ‘통일을 

이루는 과정’ 둘 중에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 교육하는가를 말하자면 후자에 더 가깝다

는 것을 말하고 싶다. 어깨동무 평화교육은 어떠한 통일이 모두에게 더 좋은 통일인가를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실천해 나가는 것에 무게중심이 더 있

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 사회는 힘에 의한 폭력,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현상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공론화 작업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저지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대립의 본질을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구분, 포장하여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상적인 갈등의 해결 가능성이 분단체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따라서 보편과 특수가 상호 신뢰와 연대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정

성찰과 변화를 지속하는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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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의 의견처럼 보편적 평화교육과 특수한 평화교육 역시 상호 보완적으로 교육, 실천되어야 

한다. 

어깨동무 평화교육에서는 이러한 상호 보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동안 어

깨동무 평화교육이 담아냈던 주제와 가치를 정리해보았다. 

 □ 어깨동무 평화교육 목적 :  어린이들이 분단과 폭력이 남긴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감수성을 지

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어깨동무 평화교육 과정 :  한반도 상황,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정의로

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을 독려한다.

□ 어깨동무 평화교육 추진방향 : 과정으로서의 평화, 관계로서의 평화, 실천으로서의 평화

□ 평화교육 주제와 필요 가치 및 태도1)

주제 필요 가치 및 태도

보편적 

평화교육

- 평화(나, 우리의 평화)

- 전쟁 포함 직·간접적인 폭력

- 차이와 차별

- 갈등, 불평등

- 성

- 인권

- 인종

- 생태

- 정의 

- 민주주의

- 언론

- 공감(돌봄의 윤리)

-  존중(자아, 차이,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

정)

- 성찰(역지사지, 비판적 인식)

- 공존(배려, 협력, 상호의존, 협상 및 조정)

- 공동체 의식(포용) 

- 기억과 실천1)

- 미래에 대한 전망

특수한 

평화교육

- 분단의 원인과 과정

: 한국 전쟁(역사, 피해)

: 분단의 폭력성, 분단갈등

: 해외동포의 삶

- 북한 사회 이해

:  언어, 사회, 문화, 자연·지리적 특징, 북한의 

변화 등

- 화해를 향한 움직임

:  정상회담, 남북한 사회, 문화, 스포츠 교류, 

대북지원 사례 공유(역사, 과정, 의의)

- 남북의 공존과 평화적 통합

: 갈등 해결 방안 마련 → 정책화 방안 마련

: 통합 사회에 대한 (미래) 전망 

1)      기 억  :  현 재 의  원 인 인  역 사 에  대 한  올 바 른  인 식 
실천 : 평화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 실천과 변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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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제를 어떤 가치 지향으로 교육할 것인가는 시기별 교육대상의 특징, 사회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반영하여 다르게 적용했음.

그동안 어깨동무가 진행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지향했던 가치와 태도를 살펴보면 연습, 실

천하고자 하는 가치를 형식(그릇)으로 삼고, 보편적 평화교육과 특수한 평화교육의 주제를 내용

으로 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또한 보편적 평화교육 내용과 특수한 평화교육 내용

이 따로 혹은 같이 구성되어 진행되기도 했다. 즉, 남북의 평화교육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평화적 

가치를 연습,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남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사회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유기적으로 결을 함께 하고 있다. 즉, 평화교육의 보편성

과 특수성이 상보적 관계라는 원론적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결론이 확인된다.

그동안 어깨동무가 담아내려했던 평화가치(덕목)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습, 실천해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남북 관계 경색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는 지금, 어깨동무 평화교육이 

지향했던 가치 중 최근 학생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평화교육의 가치이자 의도적으로도 강조, 연

습해야 하는 가치는 ‘공감’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 할 수 있다. 

‘공감’의 가치는 남북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점점 취약해지는 정서이자 가치이

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감수성이 아닌 지식축척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을 통해 

머리로의 이해, 당위로의 실천보다는 공감의 정서를 함께 나누고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하여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감’의 정서도 단일하고 당위적인 공감

의 정서를 전달, 주입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공감의 정서를 인정할 필요

가 있다.

우리 사회가 개인화, 파편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문제인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함께 발전시키고 만들어야 가야하는 

대안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쟁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늘 불안하고, 힘든 우리 아이

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

하는 아이들. 이들은 주변과 관계를 맺어 함께 상의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평화교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해보고,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협력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보는 성취감을 경험해 보게 해야 한다. 문제 해

결을 통해 공공성을 경험해 보는 과정은 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경험해보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의 경우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가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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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방향을 논할 때 통합 미래에 대한 전망은 창의력이 발휘되고, 상상력이 

펼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을 만나보면 

직·간접 경험이 없거나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제

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요즘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간접적으로도 남북교류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리기 앞서 남북의 만남, 교류의 가능성 자

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어깨동무는 지난 시기 남북의 다양한 사회·문화, 지원협력·교류의 경

험을 공유하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간접 체험은 공존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

되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통합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활발했던 과거의 교류역사, 분단

의 경험-교류의 경험-통합의 경험을 거치고 있는 타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단계를 거친 후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주제, 내용이냐에 상관없이 아이

들의 상상력, 창의력를 어떻게 발휘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역량 부족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상상력, 창의력 발휘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방면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소재 

발굴, 자극이 프로그램 개발자에게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보편적 평화교육과 특수적 평화교육이 상호 보완적이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한

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특수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혹은 정말 특수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하고 싶다. 

어깨동무는 설립초기부터 보편적 평화교육과 한반도의 특수한 평화교육을 아우르는 평화교육

을 펼쳐왔다. 북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역시 지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통합과 공존’을 이루

는 과정으로 위치 지웠다. 따라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남과 북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

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어떻게 공존하고 조정할 것인지 등의 내용과 방향을 

발견하려했다. 공존과 통합 과정에서 ‘차이’가 주는 어려움을 생각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생각하고 연습하는 것이 공존과 통합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성, 차이점이 어느 사회나 발생할 수 있는 행동 양상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것을 북한만의 특수성으로 구분 짓고, 차이를 부각시킨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본다. “북한

은 그래~”가 아니라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북한도 그래~”일 수 있

고, “북한은 그래”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행동 양상을 특

수성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지어 평화교육의 교육 목적, 내용 구성, 교육 과정을 구성하지 않았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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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은 어떤 시각으로 시작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해 가는가에 따라 과정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차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극복,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수 있지만, 양상만 다르게 

나타나는 행동은 이해·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특수한 차이라고 구

분하였던 것 중 보편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지점은 없는지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한반도 특수한 평화교육의 새로운 과제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2) 

2)      특수성보다 보편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현재의 남북한 상황 그리고 그 영향으로 형성된 학생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남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받아들이는 감정적 정도는 남북관계,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분
위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깨동무 교육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공
존과 통합의 가능성, 현실성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높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차이점을 부각시켜, 그 차이를 조정해서 공
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시기에는 차이가 주는 부담감과 중압감
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공통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공존의 가능성, 현실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
다.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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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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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어린이어깨동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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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깨동무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갈등과 분쟁

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평화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녘 어린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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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우유 생산설비 및 원료 지원

○ 교육환경개선사업

- 평양 어깨동무학용품공장 준공

- 어린이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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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교육문화 활동

어린이들이 분단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더 이상 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의 다

름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만남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화교육문화활동을 펼칩

니다.

○ 학교평화통일교육

○ 평화통일교육 강사단 ‘평화길라잡이’양성

○ 평화교육 연구

○ 평화교육 교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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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