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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평화교육센터 소장 정영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한 멀리 온 두 분의 손님들께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간에도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반도는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의 삶을 억눌러 왔던 전쟁의 공포, 그리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마주해야만 했던 증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는 것을 선언했고, 그간 철천지원수였던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서로가 신뢰의 구축과 평화를 위한 뜻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두 정상이 

평양에서 또 한 번의 감동을 선물했고, 백두산을 함께 올라 전쟁과 적대와 증오의 시대를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전쟁의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의 한반도’, ‘남북이 함께 하는 

한반도’가 곧 만들어지리라 기대합니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사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간 우리의 꿈과 삶을 두 동강내었던 분단된 한반도를 공존과 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자,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걷어내고 신뢰와 연대를 올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는 오늘날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에 평화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도, 전세계에도 뜻깊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는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 된 이후에만도, 우리 군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실상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의 죽음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분단과 전쟁의 역사는 지금 당장의 우리 삶에도 큰 상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보이는 

전쟁의 상흔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전쟁의 문화, 군사 문화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200만에 가까운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국가의 부름에 수 백만명이 

무장을 하고 전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국가 동원 체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수 백억 달러가 

무기를 사들이고, 군대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전쟁 기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이러한 ‘전쟁 기계’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밝혀진 ‘평화’가 남북의 

정상이, 북미의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에서 이제야말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적대감보다는 공존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분위기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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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표현처럼, 우리는 조그마한 촛불을 통해 역사를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평화를 외면했던 대통령을 밀어냈고, 마침내 전쟁과 안보라는 이름의 괴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위한 여정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전쟁의 고통과 평화의 소중함을 경험했던 아일랜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랜 갈등과 투쟁과 평화의 역사를 간직해온 아일랜드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에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 그렇지만 그 뒤편 

곳곳에 남아있는 고통의 역사는 우리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비록 유라시아 대륙의 

끝과 끝에 위치한 두 나라지만, 평화를 사랑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아니, 비슷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두 나라의 평화에 대한 소중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한반도와 아일랜드의 평화를 위한 소중한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포드릭 오 투마, 알란 화이트 두 분은 아일랜드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아일랜드에서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통역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실 

김동진 박사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신세를 지고 있는데, 평화의 큰 배에 함께 올라 탄 

동료로서 어깨동무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자리를 위해서 사회와 발표자로 함께 하신 박종호 선생님, 정진화 선생님, 

서울교대의 윤철기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종호 선생님은 어깨동무와 오랜 인연을 

함께 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의 미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진화 선생님은 오랜 교육운동을 해오신 평화교육의 버팀목으로 이번에 어깨동무에서 발간한 

평화교육시리즈에 저자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서울교대의 윤철기 교수님은 우리 어깨동무와 

평화교육에 대한 협력 파트너로서 매번 수고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그때 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만드는 데 아낌없는 수고를 해 준 어깨동무 이기범 이사장님, 그리고 최혜경 

총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데 1분 1초라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남북의 어린이가 함께 어깨동무하는 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영 철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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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인사말   

정영철(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세션1

북아일랜드

14:10 ~ 15:30

사 회  김동진(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IRC 마리퀴리 펠로우)

발 표 1 .   스토리텔링, 예술, 평화교육

- 포드릭 오투마 Pádraig Ó Tuama (코리밀라 리더)

발 표 2 .   분쟁지역 청소년의 평화교육과 사회통합

- 알란 화이트 Alan Waite (R-City 대표 매니저) 

15:30 ~ 15:50 휴식

세션2

한반도

15:50 ~ 16:30

사 회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발 표 1 .   어깨동무 평화덕목과 평화교육 교안 만들기

- 박종호(신도림고등학교 교사)

발 표 2 .   남북관계의 변화와 평화교육-평화 시대의 평화 교육

- 정영철(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 서강대학교 교수)

피스톡

(질의응답)

16:30 ~ 17:30

참 여    정진화(강신중학교 교사)

김동진(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IRC 마리퀴리 펠로우)

포드릭 오투마 Pádraig Ó Tuama (코리밀라 리더)

알란 화이트 Alan Waite (R-City 대표 매니저)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종호(신도림고등학교 교사)

정영철(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 서강대학교 교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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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릭 오투마 Pádraig Ó Tuama (코리밀라 리더)

스토리텔링, 예술, 평화교육



On the value of art in the world of peace.

Pádraig Ó Tuama, leader of the Corrymeela Community.

www.corrymeela.org 

I am honoured to be with you. My thanks to Okedongmu Children for the dignity of 

being invited here to address you. 

I bring you greetings from Ireland, and the greetings of the Corrymeela community. 

People all over the world grow up in the context of violence. Violence in politics; 

violence at home; violence of attitude towards them because of race, or gender, or 

history, or identity; violence towards religion; violence of religion; violence of borders 

that break apart things that were together; violence of forced assimilation of things that 

are not alike. 

And we find — over and over — in places torn apart by violence that people turn to 

art. 

Why? What is the value in turning to art?

Does art solve anything? 

Stewart Henderson, a British poet, asks “What if Governments were run by poets?” HIs 

answer is unfavourable. Is art valuable in the sense that it proscribes a pathway for a 

more stable political future? 

The value of art is wrongly weighed if we think it should fulfil the role of policy. 

Policy is what may support us in making change. 

But art is — we hope — one of the ways in which change beckons us. 

I work for Corrymeela, Ireland’s oldest peace and reconciliation centre. 

For us in Ireland, and in particular in the northern part of Ireland, the complex 

question of identity has torn us apart.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12 _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심포지엄



For centuries, the north of Ireland has been the nexus point for interaction between 

the question of where Ireland ends and where Britain starts. The border was introduced 

in 1921. Some love the border, some hate the border. For some the border preserves 

their Britishness, for others the border invades Irishness. 

We have long memories in Ireland. The past is not the past. It is with us. 

Corrymeela began in 1965, by a Presbyterian Minister who believed that our 

society would tear itself apart unless we could be deliberate about holding ourselves 

together. He believed that consensus is not required in order for peace to be 

practiced. He understood that the way of being community together is a collective 

flexible verb that must be exercised, not a static noun that must be preserved come 

hell or high-water. 

Corrymeela has — for many years — believed that artists have much to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peace. It is often understood that it is politicians, policy makers, 

negotiators, educators, parents, conflict resolvers, sociologists, historians, 

theologians, who contribute to peace. And this is true. Also in the midst of the village 

of actors who bring life to the possibility of a society moving from violence into civic 

flourishing and trust, artists, too, are present. 

In 2003, I visited Corrymeela for the first time, and was moved by a vision that 

saw art at the centre of the possibility of civic change. We, as a wider society, had 

witnessed over 70 years of a sectarian divide about the question of jurisdictional 

sovereignty in Northern Ireland. 

3600 people had died, at least, thousands had fled, more thousands had been 

injured, hundreds of thousands had borne witness to the question of what holds us 

together or rips us apart. 

And so we were in need of a deep project of coming together; reconciliation; 

not to make everything right; not to agree on everything, or even anything; but to 

gather around civic ways of being together that might mark us as people committed 

to being with each other, rather than against each other. 

This is, really, a project about all of Britain and Ireland, although it can sometimes 

be forgotten in those other jurisdictions that the intensity of tensions in the north 

is really simply a distillation of the tensions of a colonial past that has not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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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acknowledge the debts of empire, and suspects that the past can never be 

undone. 

My first project with Corrymeela as poet in residence was to work with two 

groupings of people from two villages. 

These villages were two miles apart. One of the villages was primarily populated 

by Catholic people — I.e. People who view the north of Ireland as validly part of 

Ireland, and whose political and cultural affiliations are towards Irishness. The 

other village was primarily populate by Protestant people — I.e. People who view 

Northern Ireland as validly part of the United Kingdom, and whose political and 

cultural affiliations are towards Britishness. 

In something that mirrored a romantic drama, there were many couples who 

formed from these villages, but mostly they left: going away to be safe. However, 

one couple did not, and they were shot, shot by a family member, while in bed. 

There had been years of negotiations between members of these villages, 

separated only by two miles. However in the wake of such awful murder, trust 

became shallow, old pains resurfaced. 

The communities retreated into themselves. 

A year after the murder, some representatives from the villages approached 

Corrymeela and asked us if we would consider facilitating meetings between people 

from both villages - those who were close to the murder, those who were close to 

the perpetrator, those who were impacted in their freedoms. 

I was with this group as facilitator and poet in residence. 

We met for about 30 weeks, and took topics of discussion — building up trust, 

sharing stories of rites of passage, sharing stories of vulnerability, sharing stories 

of common human experience, sharing stories of diversity. There were some nights 

of joy. There were some nights of deep anger and grief. There some nights of pure 

misunderstanding. There were some nights where the deep distrust that had grown 

was evident. There were some nights where people took risks to share their own 

bereavement and on this risk, trust was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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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ach session, I would write a poem that would then be given to the group 

for their reflection. The benefit in using poetry to reflect the content is that nobody 

expects poetry to reflect a chronological truthfulness. However, people do have a 

high expectation that poetry can reflect an emotional truthfulness, it can reflect 

complexity, complicity and community. 

The poems were gathered, and there was a sketch artist too. She often was in the 

corner sketching small anecdotes that people would say. 

Things like “When my father married my mother, he had to renounce his Protestant 

faith and never went back to the church again”. So she drew a church with a door that 

was boarded over. She could draw up to 30 quick sketches per night. 

At the end of the night we had stories that were represented in poetic form and 

visual form. 

At the end of 30 weeks we had photographs of our times together, poetry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our meetings together, and sketches of some of the stories we had 

shared with each other. Both villages were invited to the exhibition and hundreds 

of people came. Instead of art curators, there were programme participants there to 

show the visitors around the exhibition of their pilgrimage into peace — a pilgrimage 

that was fraught with tension, with a worry that people were being cavalier about the 

past, a worry that such bonds of trust don’t matter much in policy. 

Corrymeela’s missions is to ‘Transform Division through Human Encounter’. 

In this we understand the centrality of relationships to the public character of our 

life together. 

When individuals in power can have had experiences that transform the possibility 

of their imagination of who they can be in relationship together, all kinds of policies 

are possible; all kinds of negotiations are possible, all kinds of reflections on our shared 

and divided past are possible. 

When policy is absent, relationship is not sufficient. 

When relationship is absent, policy is rarely satisfactory. 

In this context we see art — and specifically the art of storytelling — as a way in 

which we can face the complicated nature of: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심포지엄 _ 15



The past that divides us.

The resentment that breaks us.

The revenge that will kill us. 

The barriers that prevent us from imagining what understanding might look like 

between us. 

We are not naive. We believe that relationships need to learn how to navigate the 

worst kind of arguments.

Once, in a room in Corrymeela, an argument broke out between people who had 

killed other people. Some people in the room used the term “murdered” for what 

they had done. Somebody else didn’t like the word murder, because they had felt 

that because they’d served in the army, they hadn’t murdered anyone, but rather 

they’d shot at “legitimate targets”. Somebody else in the room had been one of 

those “legitimate targets”; shot but not killed by a bullet from the other person in 

the room. This is what peace looks like: the worst kind of language being used by 

people who have survived the worst of each other in the hope that we can learn 

how to trust each other so that we do not surface threat and annihilation again. 

In this context we need things that are bigger than negotiations. 

We need something transformative. 

And transformation comes, often, from small things:

A moment of empathy between two people who were not expecting to share 

empathy with each other.

A gathering of unexpected people who do not believe they will understand each 

other, but they experience a kind of understanding that goes deeper than they 

would have imagined. 

People who are willing to take a risk of trust and speak of their deepest story in 

the presence of someone who may never have heard, acknowledged or believed 

their deepest story. 

People who are willing to recognise the fragile thing that is growing between them: 

hope for the possibility of a cessation of a repeated cycle of violence between them. 

This kind of gathering is in the form of art. It is in the form of disruption, because it 

requires us to be willing to look anew at things we thought were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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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raeli poet, Yeuhda Amichai, proposes that art can help us see life where we see 

only death. 

From the place where we are right

Flowers will never grow

In the spring.

The place where we are right

Is hard and trampled

Like a yard.

But doubts and loves

Dig up the world

Like a mole, a plough

And a whisper will be heard in the place

Where the ruined

House once stood 1).

He is suggesting that art destabilises us, it moves us from an imagination that imagines 

it’s entirely familiar, right, correct and true to something that feels altogether foreign. I’d 

like to propose that one of the values of art can be viewed through the lens of a Russian 

word, ostranenie (остранение), popularised by the Russian formalist Victor Shklovsky in 

1917This word — ostranenie — can be translated as “defamiliarisation” but a translator I 

met in a bar once told me it was best translated as “other-country-isation”. 

остранение says:

•  that the story can begin somewhere else. And we can say that Jesus’ project was to 

get people to begin the story somewhere else.

•  остранение says the story is what you shouldn’t do on a Sabbath? The story begins 

with her, he said, pointing to a woman who’d been set up like a pawn.

•  остранение says the story is about stoning as a punishment for adultery? The story 

begins with you, he said, pointing to those hiding behind weapons. 

•  остранение says the story is about a woman of questionable reputation making 

her way into a house? The story begins with looking, he said, asking the host if he 

actually saw the woman he was so conveniently scandalised by.

•  And this isn’t a question of finding the correct chronological beginning point for the 

story.

1) Yehuda Amichai, The selected poetry of Yehuda Amichai, Harper and Row,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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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 is this the subjective process of saying “begin wherever you want, it doesn’t, 

matter”

•  It is the locating of the story’s beginning at the heart of it all: in the story of the one 

most affected by it, not in the one most justified by the previously accepted narrative. 

To pay attention to each other’s stories requires a commitment to the possibility of de-

centering your own self.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painless. To re-frame your story of self — especially 

your story of self as it relates to a previously hated other — requires a courage to undo 

previous comforts. 

It can be a comfort to believe that the others are “out to get you”. It can be a comfort 

to believe that people’s main purpose is to hate you. It can be a vast boost to the ego to 

believe that those you hate, spend as much thinking about you as you think about them 

thinking about you. 

The awful truth is that we are rarely liable to spend so much time thinking about 

others as we are about ourselves. We are concerned with survival, with love, with 

achievement, with success. 

The process of meeting each other in the telling of story is one that makes a new way 

of being with each other possible. And this has political value: on the streets, as well as 

in the rooms of political negotiation. If, rather than “do I agree or disagree with you?” 

as the primary question in public dialogue, we can begin to practice the art of “how 

can I understand you more” then we might begin to discover that it possible to engage 

without endorsing, it is possible to co-create without being complicit, and it is possible 

for people of vast differences to work on something together in a way that creates the 

kind of trust the absence of which is causing the lack of political will and capacity in 

our civic leaders. 

Artists know all about this. Not because artists are at war with each other — although 

it is true that artists often are at odds with each other. Artists know all about this 

because artists are in relationships of deep conflict within ourselves. Art is born from 

a tension: a tension to capture in poetry something that is incapable of being caught 

in words, the failure of language is what motivates poets to seek out new forms, new 

syntax, new formulations of words to capture the incapt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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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rtist can capture the beautify of a waterfall. 

But many have tried. And died trying. 

No artist can capture, perfectly, the many shades of emotion that are present on the 

face at any one time, but so many have tried, over and over, sometimes painting the 

same face two hundred times in order to attempt the mystery of the human face. 

There is an Irish saying that, rendered in English, is 'It is in the shelter of each other 

that the people live'. The saying in Irish is 'Ar scáth a cheile a mhaireas na daoine', with 

scáth being the word translated 'shelter'.

However, there is a subtlety of meaning that is not easy to capture in English because 

the word scáth can mean both shelter and shadow. It is in the shelter and the shadow 

of each other that the people live. It could also mean: our shelter can be our shadow; 

or even, what shelters me may shadow you. Scáth can also be used to mean 'visor'; 

something to shadow us in the radiance or ravages of another. 

We can do beautiful things and terrible things to ourselves and to those we consider 

to be ‘our others’. We know this everywhere; in Belfast, neighbours have known - and 

sometimes caused - their neighbours' terror and also their trouble; their sheltering and 

their shadowing; their radiances and their rages.

The word 'shadow' in Old English is sceadu meaning 'darkness' or 'protection' and 

the Old English for 'shelter' might also have meant 'shield'. One of the ancient Hebrew 

words for shelter is sel - it also means 'shadow' as well as 'transitoriness'. The Greek 

word for shadow, skia implies 'foreshadowing' and its sister word skenoo can mean 

'shelter' or 'tentdwelling'. 

Words have meaning. Words have power. Words shape the tents we live in and the 

places we depart from. They contain and they constrain. But anyway, in the midst of all 

this multilingual sheltering and shadowing, god talk and babbling, I am remembering 

that all translations are but what I would consider ‘little colonizations’. It's baffling that 

we manage to understand each other at all. 

However, in the midst of this, in the knowledge that we as artists know that art will 

never be fully sufficient, we still try — in the language of poetry, in the language of 

image, in the language of movement, in the language of performances — we still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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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life does find a way, even with limited beginnings. 

Sometimes with roomfuls of people I ask them to think of the story of Ireland, or 

Northern Ireland, whatever they love calling it. And I ask them to share with the room 

just the first sentence of the story of the place they live. 

These have been bereaved people, people who’ve taken up arms to take a life, to 

murder, to protect a life, to uphold a political system, to undo a political system. 

There is so little shared in our place that one of only things we can do is to baptise our 

difference with the language of story and the practice of listening. 

So I ask them to tell the first sentence of the  story of Northern Ireland, or Ireland, or 

whatever they love to call it, because when borders are disputed there is no shared land 

for the land that holds us. 

And I ask about the first sentence of the story because art knows about restraint. Art 

knows that sometimes all you need to do is to look at a piece of the truth in order to see 

vast horizons of the truth. Art knows that constraint in form can sometimes be a way of 

opening up vast horizons of narratological truth, anthropological truth. 

And also I ask just for the first sentence of a story because sometimes a story can 

seem so big. So I ask — “Today, just today, where would you begin?” fully knowing that 

perhaps tomorrow they’d begin in a different place and yesterday would have begun 

differently too. 

So sometimes somebody in Belfast might say: 

• In 1969 terrorists started a 30 year campaign of murder one person wrote.

•  In 1607 the British seized lands of those who’d gone to France for help against the 

invasion, another person wrote. 

•  The IRA considered me a legitimate target, when I was just trying to find my way, 

someone wrote. 

•  In 1916 a failed uprising caused the people to rise up because of the systematic 

execution of the ringleaders, someone wrote.

• Protestants have always been told they don’t belong in Ireland, someone wrote once.

• The day my dad was shot dead is a day I will never forget someone else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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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 terrible beauty indeed, to seek the language to make meaning in such horrors. 

Language works, not by undoing, but by helping us know we’re part of a creative 

protective project of survival and improvement. 

I know you know this. I know you know — or try to know — the ways in which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past; where the history we learn or forget is all around us. I won’t 

pretend to understand the story of your country. But I know that there are some shared 

griefs that we have between our countries and yours. 

• Our lives start off in so many different places. 

• Our lives have involved pain with each other. 

•  The space between us is populated with ghosts of lives that were not allowed to 

thrive. 

•  and so many of us have gotten used to the truth that some people won’t believe the 

truth of our lives. It is true when people say:

• My life began when my people were colonised. 

• My language ended when it was criminalised. 

•  We were the victims of landgrab, we remember, but we forget how when we 

immigrated, we grabbed lands like the worst of them.

• My people lifted up our arms to heaven in repentance. 

• We remember every year because to not remember is to deny.

We can be frightened people, afraid to tell stories from multiple angles, we can be 

frightened to remember because sometimes to remember things we’d rather not is to be 

unpatriotic. 

Sometimes the things that arrest our attention are shocking, causing us to begin a 

story in a new way, utterly unexpected by us. 

I have been grateful to Dong Jin Kim who has introduced me to some Korean poetry, 

particularly that of Ku Sang. I am moved by this 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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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veyard for the Enemy

O rows and rows of mounds for the dead!

They may not rest here in peace. 

Until only yesterday we aimed our guns

At your lives and now with the same

Hands that pulled the trigger we have

Collected the torn flesh and broken bones

To bury in the sunny hillside

With turfs covered. 

Death seems more generous 

Than love and hate.

From where we are, your spirits and I,

Our hometown is not far — only 

30 li beyond the boundary. 

The desolation fo this deserted ridge

Weighs me down like heaviness itself. 

When alive you and I were bound by hate.

Now that you are dead your lingering regret

Is imbedded into my desire. 

Up in the sky that seems to touch the earth

The clouds drift to the north.

Sporadic reports of guns far off.

I wail over the graveyard

Of love and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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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trikes me that in this poem, Ku Sang’s attention is being captured by the things 

that do not fade: the reality of death; the truth of hate and love in our lives; the way in 

which all things die and change is inevitable, even if we are fighting against it; the way 

in which the things that remain are viewed anew  now, after the reality of death through 

warfare: grief, the landscape, the sky, the clouds, the fact that we can be broken by the 

intensity of extremes, and sometimes those extremes may need to die, in order that we 

can enter into the middle space of something that will keep more of us alive for longer 

than only the pure. 

His line “Until only yesterday we aimed our guns” makes us wonder “What happened 

yesterday that changed your aiming?”

As societies we are in need of finding an imagination that will bring us to this 

precipice of perspective. We are in need of being faced with ourselves. This is not a 

one-time-event. 

We are in need of civic remembering, civic art that can re-mind us, re-member us, re-

humanise us, re-dignity us. This will not be achieved with one single agreement, but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re-visited over and over: by educators, by artists, by people 

who are feeling like they are on the edge of society, by people who are not afraid of 

fear, and people who are not afraid of the truth. 

Art might be one of the things that saves us, because art is never content to rest in one 

form, but rather it moves beyond. 

Art seeks to say the thing that confronts us with our twin obsessions of love and hate. 

In the Spring of 2015, the American poet Nicole Sealey published a love poem. In 

it, she speaks to her husband. It is about the surprise of love, the shock of permanent 

commitment, the desire to name what is between them, the being with each other. It is, 

in many ways, an artistic, but conventional poem, although underneath the poem there 

is this lurking shock. 

In these poems, you might expect the poet to finish with a commitment to the future. 

You might expect the poet to promise love undying. 

However, Nicole Sealey, the poet, finishes with shock, too. She writes:

“O, how we entertain the an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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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our brief animation. O,

 

how I’ll miss you when we’re dead.” 2)

Here the poet reveals that in the midst of love, she is already thinking about death 

— the death of each other, the death of self, and the death of love. We are never just 

one thing — artists know this. In many ways, poetry is telling better truths than policy. 

Policy often seeks to speak about the best of ourselves, but poetry seeks to uncover the 

obsessions and addictions and malevolence that lurks in our own hearts; the griefs that 

we cannot quiet, like Ku Sang wailing at the graveyard while clouds go to the North; and 

poetry, too, knows that we can find ways, even in death, to arrest our most dangerous 

impulses and bring ourselves to protect what is growing among us, even in a hostile 

environment. 

A few years ago, I was invited to be at an historic handshake. 

It was a handshake between Queen Elizabeth II, the British Monarch, and Martin 

McGuinness, the then deputy First Minister of Northern Ireland. Each considered the 

other the face of hostile representation. Martin McGuinness considered the Queen to be 

the face of British Empire, an empire that had taken so much consideration in Ireland to 

remain, while it left other parts of its vast empire in the 20th Century. One might guess 

that Queen Elizabeth considered Martin McGuinness to be the representative of a non 

accountable army that caused the death of thousands, including her favourite cousin. 

And, as a gesture of reconciliation in a  decade of reconciliatory gestures, they shook 

hands. This gesture of human touch was remarkable. For each of them in their own 

right, never mind each of them in their representative right. 

I was invited to be part of the group who were witnessing this handshake. It was all 

artists present — perhaps because we were deemed both non-threatening and non-

political, which is either a compliment or an inditement of art. 

We were all there and witnessed it — and it was as powerful and as ordinary as any 

handshake where two peopl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gree to meet each other, 

to touch skin on skin, to be witnessed in public to engage with each other in human 

encounter. 

2) https://www.aprweb.org/poems/object-perma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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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not the end of British-Irish tension, far from it. 

However, it was a moment that showed many what is possible with the art of public 

gesture. 

I wrote a poem about it and I would like to end with it, not because it is a utopian 

dream, but because it’s an everyday human dream about what’s possible when people 

are moved towards each other in something as powerful as human encounter. 

S h a k i n g   H a n d s
27ú lá Meitheamh, 2012

Because what’s the alternative?

Because of courage.

Because of loved ones lost.

Because no more.

Because it’s a small thing; shaking hands; it happens every day.

Because it takes a second to say hate, but it takes longer, much longer, to be a great 

leader.

Because shared space without human touching doesn’t amount to much.

Because it’s easier to speak to your own than to hold the hand of someone whose side 

has been previously described, proscribed, denied.

Because it is meant to be tough, and this is the stuff of memory, the stuff of hope, the 

stuff of gesture, and meaning and leading.

Because it has taken land and money and languages and barrels and barrels of blood.

Because lives have been lost.

Because lives have been taken.

Because to be bereaved is to be troubled by grief.

Because more than two troubled peoples liv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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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I know a woman whose hand hasn’t been shaken since she was a man. 

Because shaking a hand is only a part of the start.

Because I know a woman whose touch calmed a man whose heart was breaking.

Because privilege is not to be taken lightly.

Because this just might be good.

Because who said that this would be easy?

Because some people love what you stand for, and for some, if you can, they can.

Because solidarity means a common hand.

Because a hand is only a hand; so hang onto it.

So join your much discussed hands.

We need this; for one small second.

So touch.

So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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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세계에서 예술이 가지는 가치  

Pádraig Ó Tuama, 코리밀라 리더

www.corrymeela.org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초대해주시고 이렇게 연설을 할 기회까지 마련해주신 

어린이어깨동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일랜드 그리고 코리밀라 공동체를 대신해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폭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로부터의 폭력; 가정에서의 폭력; 인종, 성별, 

역사, 정체성에 대한 폭력; 종교에 대한 폭력; 함께해야만 하는 것들을 분열시키는 국경의 폭력; 

같아질 것을 강요하는 강제 동화의 폭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점철된 곳에서 사람들이 예술에 의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술을 찾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예술로 눈을 돌리는 것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예술이 무엇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영국의 시인 스튜어트 헨더슨은 "만약 시인이 정부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이 좀 더 안정적인 정치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술이 정책의 역할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술의 가치는 잘못 평가될 것 입니다. 

정책은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술은, 바라건대,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 화합 공동체인 코리밀라에 몸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특히 아일랜드 북부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가 끝나는 지점, 그리고 영국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교차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1921년, 국경이 세워지고 몇몇은 이에 찬성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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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이를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국경은 어떤 이들에겐 영국의 고유성을 지켜주는 것이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일랜드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일랜드는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해 왔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리밀라는 사회가 하나로 결속되지 않으면 쉽게 분열될 수 있다고 믿는 한 장로교 목사에 

의해 196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정적인 명사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실행을 중심으로 하는 집합적이면서도 유연한 

동사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코리밀라는 예술가들이 평화를 실현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 

왔습니다. 때때로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이 정치가, 정책 입안자, 협상가, 교육가, 가정의 부모, 

협상전문가, 사회학자, 역사학자, 신학자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폭력에서 번영과 신뢰를 기반으로 변화된 사회를 이끄는 주역에는 예술가들 또한 있습니다.

2003년 저는 코리밀라를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변화의 가능성의 중심에 예술이 있다는 비전에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넓은 사회라 할 수 있는 북아일랜드에서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70년 

이상의 종파적 분열을 목격해왔습니다. 

3600명이 사망했고, 최소 수천 명이 피난을 갔으며, 수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은 무엇이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갈라놓는지를 목격하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존과 화합을 위한 깊이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했습니다. 꼭 모든 것들을 단번에 

바로잡거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가지는 긴장감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제국이 

진 빚을 인정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과거와 관련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긴장감이기도 합니다. 타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잊혀지기도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사실 영국 전체와 아일랜드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코리밀라에서 함께한 첫 프로젝트는 시인으로서 두 마을에서 온 두 그룹의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들은 약 2마일씩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마을 중 하나는 가톨릭 신자들이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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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일랜드의 북쪽을 아일랜드의 일부로 보고, 아일랜드와 동일한 

정치적, 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은 주로 신교도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그들은 북아일랜드를 영국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며 영국과 동일한 정치적, 문화적 

동질감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맨틱 드라마에서처럼 이들 마을에서 이뤄진 커플들이 많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안전을 위해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 한 커플은 마을을 미처 떠나지 못했고 잠자리에서 가족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2마일 떨어진 거리를 두고 수년간 협상을 해왔지만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신뢰는 얕아졌고 그들의 오래된 고통은 다시 표면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표면화시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일 년 뒤, 마을 대표자들이 코리밀라를 찾아와 두 마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에 가담했거나 가해자이거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조력자이자 시인의 자격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가족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나누기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뢰가 

두터워졌습니다. 우리는 약 30주 동안 만났고, 신뢰를 쌓고, 통과의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하고, 서로의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통된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밤도 있었고 깊은 분노와 

슬픔으로 찬 밤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오해하던 밤도 있었습니다. 깊은 불신이 드러나는 

밤도 있었습니다. 

각 세션이 끝난 후에 저는 시를 써서 그룹에 속한 분들이 시를 통해 그들을 투영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언가를 투영해볼 때 시가 좋은 점은 시가 연대기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가 감정적인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는 복잡함과 연관성, 그리고 공동체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쓰여 졌고 스케치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구석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일화들을 스케치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셨을 때, 개신교 신앙을 버려야 했고 아버지는 그 뒤로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녀는 판자로 가로막힌 교회의 문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하룻밤에 30개의 빠른 스케치를 그려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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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시적이고 미학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30주차에 저희는 함께 찍은 사진, 함께 했을 때 그들이 겼었던 복잡함을 담아낸 시, 그리고 서로 

공유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스케치한 것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전시회에 초대되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시회를 관람하였습니다. 전시회에는 전문 

큐레이터 대신에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전시회 관람을 도왔습니다. 전시회는 평화로의 순례를 

보여주는 전시회로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점점 잊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신뢰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생긴 정책들에 대한 걱정과 같은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리밀라의 미션은 ‘인간적 조우를 통해 분열된 것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상상 가능성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종류의 정책들이 가능해지고, 모든 종류의 협상이 가능해지고, 공유되고 분열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 가능해질 것 입니다. 

정책이 부재하면 관계 또한 불완전해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부재하면 정책 또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예술을 바라봅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이라는 예술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상황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과거 

우리를 파괴하는 분노 

우리를 무너뜨릴 복수 

우리 사이에 어떤 이해가 있는지 상상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

우리는 좀 더 영리해져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악의 논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배워 나가야 합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과거 ‘정당한 타겟’이라는 명목 하에 총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살아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그 분에게 총을 겨눈 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평화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위협이나 말살을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시금 최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날 코리밀라 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방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인으로 복역한 사람들로 그들이 누군가를 살해 했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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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정당하게 타겟을 사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에게 필요한 건 협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혁신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은 때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공감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의 공감의 순간.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만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해의 

경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어질 때.  

자신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듣거나, 인정하거나,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마음속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려는 사람들은 반복되는 폭력을 멈추게 하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임은 일종의 예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혼란의 한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시인 Yeuhda Amichai는 예술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엔

꽃은 결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봄 

우리가 있었던 그곳은 척박했고 뒷마당처럼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사랑이 

두더지처럼, 쟁기처럼

다시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그 곳에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한 때 이 곳에도 사람이 살았던 것이라고 

Yeuhda Amichai는 예술은 사람들이 친숙하고, 올바르고, 맞다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완전히 낯설게 느끼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러시아어인‘낯설게하기(остранение)'라는 

용어를 통해 예술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용어는 1917년 러시아 형식주의자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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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클로브스키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낯설게하기’는 ‘낯설음(defamiliarisation)’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제가 일전에 바에서 만난 번역가에 따르면 이 용어를 가장 잘 번역한 것은 ‘소격효과’라고 

번역된 것이라고 합니다. 

‘낯설게하기’

•�이 이야기는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이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다. 

•�안식절에 금기시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전당포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한 여인을 가리키며 시작된다. 

•�간음의 죄로 돌팔매질을 당한 걸까? 돌을 피해 숨어 있는 누군가를 가리키며 남자가 말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문란한 여자로 비난받고 있는 한 여자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야기는 주인에게 남자가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그 여자를 실제로 보았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의 시작점을 찾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지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내용에 이야기의 시작점이 있다. 이 이야기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야기이며 이전에는 용인되어 지지도 정당화될 수도 없었던 이야기를 의미한다. 

서로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이야기가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용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때로는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특히 이전에 미움을 받았던 이야기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안락함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편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본래 

목적은 당신을 싫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편할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쓴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고양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우리는 타인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존, 사랑, 성취, 성공에 대한 걱정을 하기 바쁘죠. 

타인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정치적 가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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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치적 협상을 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공적인 대화의 

자리에서“제가 당신에게 동의를 해야 합니까, 반대를 해야 합니까?”라고 말하기 보다는“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승인 

없이 대화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갈등 없이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고 광범위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시민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의지와 역량의 결여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핍문제가 

발생해도 신뢰를 쌓아가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서로 전쟁터에서 만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술가들은 때때로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술가들은 언제나 그들 자신에 대해 깊은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긴장에서부터 탄생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시에 담아내는 긴장감. 시인들은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 무언가에 맞닥뜨렸을 때 새로운 형태, 새로운 구문, 새로운 공식의 단어를 

찾아내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예술가도 폭포의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시도했지만 그들 중 이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화가도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는 수많은 감정의 차양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예술가들이 인간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200번 이상 같은 얼굴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영어로 표현된 아일랜드 속담 중에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은 모두 서로의 피난처이다’는 

아일랜드어로 ‘Ar scáth a cheile a mhaireas na daoine’입니다. 여기서 scáth라는 단어가 

shelter(피난처)로 번역된 것입니다. 

하지만 scáth는 피난처와 그늘 모두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피난처이자 그늘입니다.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당신을 쉬게 해주는 곳이 곧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scáth 은 또한 '차양(visor)'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를 

다른 이의 광채나 폐혜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 끔찍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벨파스트에서는 이런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벨파스트의 사람들을 그들의 이웃들이 자행한 테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때때로 이런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피난처와 안식처를 이루기도 하며 기쁨과 분노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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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어에서 ‘그림자(Shadow)’는 ‘sceadu’라고 하며 이는 ‘어둠’ 또는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대영어에서 ‘피난처(shelter)’는 ‘보호(shield)’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피난처를 의미하는 고대 히브리어 중 하나는 sel입니다. 이 단어 또한 '찰나'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림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어로 그림자를 의미하는 skia는 

‘전조(foreshadowing)’를 가리키며 여기서 파생된 skenoo라는 단어 또한 ‘피난처’와 

‘장막(tentdwelling)’을 의미합니다. 

어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휘는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며 우리가 시작할 곳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신의 말씀과 이야기, 피난처와 안식처가 

다양하게 번역되는 것을 저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언어의 ‘작은 식민지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겨우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예술가는 예술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내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의 언어, 이미지 언어, 심지어 움직임의 언어를 통해 

비록 제한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들이 관심이 있건 없건 여부를 떠나 아일랜드나 

북아일랜드에 대한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리곤 그들에게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들이 말한 첫번째 문장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줄 것을 부탁하곤 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살인을 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기를 드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야기와 경청을 통해 그들의 다름에 대한 세례를 해주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북아일랜드나 아일랜드, 혹은 그들이 그것을 부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의 

첫 문장을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경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당시 그들을 지탱해주던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야기의 첫 문장에 대해서 얘기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술이 가지는 통제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진실의 수평선을 보기 위해 진실의 일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통제가 

때로는 방대한 서사적 진실의 수평선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술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들이 하려는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장을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들은 

아마도 내일 다른 곳에서 시작할 것이고 어제도 다르게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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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파스트 사람들 중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969년도부터 테러리스트들은 30년 간 살인행위를 벌여 왔습니다. 

•�1607년에 영국은 침략에 대항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간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IRA(Irish Republican Army: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통일을 위해 싸우는 비합법적 

조직)는 제가 조직을 떠나려고 했을 때 저를 제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916년 폭동의 주동자에 대한 조직적 처단에 저항하는 반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아일랜드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신 날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어는 실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고 더 나아질 수 있게 깨닫게 해주는 

창의적이고 보호적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그리고 잊은 역사가 있는 이곳에서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해하는 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과 아일랜드는 같은 슬픔을 공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다양한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꽃 펴보지 못한 채 영혼이 되어버린 유령들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진실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을 해야지만 

비로소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식민지가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언어사용을 금지 당하면서 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략의 피해자였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민을 왔고 그들이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며 손을 하늘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기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겁에 질릴 수도 있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비애국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억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은 충격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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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한국의 시 몇 편을 소개해주신 김동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상시인의 시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 시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토의 시 8

적군 묘지 앞에서
구상(1919~2004)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워 있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들어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 리면

가로막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적막만이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여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北)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砲聲)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목놓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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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 구상 시인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포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죽음에 대한 현실,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진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반드시 죽게 되고 변하게 되는 모든 것들, 전쟁을 통한 죽음의 현실 이후에 

남아있는 것들이 다시 보이는 방식: 슬픔, 풍경, 하늘, 구름, 우리가 극단적인 힘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어떤 중간지점으로 들어가기 위해 때로는 

그러한 극단적 상황들을 없애야만 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총을 겨누기 전까지"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당신의 

목표가 바뀌었나요?" 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꿀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를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상기시키고 자신을 기억하고 다시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를 재정립시킬 수 있는 시민 예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큐레이터, 

미술가, 그리고 사회의 주류에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술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술은 결코 하나의 

형태에 안주하고 않고 끊임없이 그 형태를 뛰어넘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가지 양립하는 집착에 대해 맞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2015년 봄, 미국의 시인 Nicole Sealey가 출간한 연애시에서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책에는 사랑의 놀라움과 영원한 서약에 대한 놀라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하는 마음,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술가인 제 입장에서 

보면 비록 그 시에는 아래와 같은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있지만, 많은 면에서 그녀의 시는 

예술적이고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시인이 미래에 대한 헌신으로 끝을 맺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인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소 충격적으로 시를 끝맺습니다. 

“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생기로 

어떻게 천사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었을 때 나는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할까요” 

그녀의 시를 보면 그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미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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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죽음, 자신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로 표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술가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도 하구요. 시는 정책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말로 본인들을 포장해서 

말할까에 대한 고민이라면 시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집착과 중독, 증오, 숨길 수 없는 슬픔을 

드러냅니다. 구상이 구름이 북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묘지에서 목 놓아 통곡한 것처럼 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몹시 위험한 충동을 억누르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 

속에 자라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시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역사적인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당시 북아일랜드의 부총리였던 마틴 맥긴스와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적대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틴 맥긴스는 

20세기 광대한 영토를 거느리던 대영제국이 아일랜드를 당시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지 않고 

식민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에게 그런 짓을 한 국가의 수장으로밖 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도 마틴 맥긴스를 수천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녀가 아끼던 

친척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무책임한 군대의 대표로 여겼습니다. 10년 간의 화해의 제스쳐로 

드디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악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들은 대표하고 있던 집단의 권한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진정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악수의 순간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에 

모든 예술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예술가들이 위협적이도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현장에 있고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대중 

앞에서 만나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인간적 조우를 하는 모습은 보통의 만남과 같아 보였지만 

강력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긴장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대중적인 제스처를 위하면서 보여준 일종의 예술적 행위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의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지 

이상적인 꿈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조우와 같은 강력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모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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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27ú lá Meitheamh, 2012

대안이 무엇이기 때문에 

용기의 문제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악수를 나누는 것은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증오를 말하는 데는 아주 짧은 걸리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데는 더 오래,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없는 공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전에 문제가 되었거나, 금지된 관계 였다거나, 거절당했던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힘들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기억이고, 희망이며, 몸짓이자 의미 그리고 선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땅과 돈, 언어, 때로는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삶은 때때로 빼앗기기도 하고  

또 쟁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갈등 있는 사이일지라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로 악수를 거부당한 여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수를 한다는 것은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남자를 위로하는 여자를 알기 때문에 

특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게 쉬울지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지지하고 있는 무언가를 좋아하고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들 

또한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는 공통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은 그냥 손이기에, 그저 서로의 손을 꽉 잡아보세요 

그러니깐 상대의 손을 잡으세요. 

우리는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아주 잠깐만이라도요  

그러니깐 그 손을 잡으세요  

이끌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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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릭 오투마(Pádraig Ó Tuama) | 코리밀라 리더(Leader, Corrymeela Community)

포드릭 오투마는 코리밀라 커뮤니티의 리더이다. 코리밀라 커뮤니티는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평화와 화해 기관이다. 남아일랜드 출신의 포드릭 오투마는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 갈등을 전환한다는 코리밀라의 신념 아래, 분쟁 지역에서 스토리텔링, 인문학적 

접근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종사해왔다. 시인, 평화활동가, 신학자인 그의 인문학 

저술 및 평화활동은 문학계, 상담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받아 왔고, 특히 2011년 

그의 파트너 폴 도란과 함께 설립한 Tenx9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는 유럽, 북미, 호주의 14개 

주요 도시로 확산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Poetry and peace are the business of Pádraig Ó Tuama. Readers might remember his powerful poem 

“Shaking Hands” in the February 2014 edition. Since then, he has become head of the Corrymeela 

Community, which has 150 members dispersed around Northern Ireland, working for reconciliation 

and social justice. Pádraig’s wonderful book, In the Shelter: Finding a home in the world (Hodder 

and Stoughton, February 2015) is a patchwork of reflections, poems and true stories. (The reflections 

and poems are also true.) It takes the reader to some tough places, with calmness and hope, letting us 

into the story of someone facing the hard task of growing up whole in Ireland in the 1980s. It’s also an 

inspiring guide to the kind of conversations that bring peace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 In 

2011, he, with his partner Paul Doran, founded the Tenx9 storytelling project, a project that has spread 

to 14 cities across Europe, Australia and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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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 청소년의 평화교육과 사회통합

알란 화이트 Alan Waite (R-City 대표 매니저) 

분쟁지역 청소년의 평화교육과 사회통합



PROJECT BACKGROUND

• FORMED 2013

• Shankill , Ardoyne & Clonard 

• Three core themes

• Progression route for 
participants 

• International elements 

R COMMUNITIES INTEGRATING THROUGH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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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ITY 👣👣

• RCITY JUNIORS ⬇️

• RCITY YEAR 1 ⬇️

• RCITY YEAR 2 ⬇️

• RCITY VOLUNTEER 
DEVELOPMENT 
PROGRAMME ⬇️

• STAFF TEAM 

Summer Camp

• Five day summer camp

• Key focus on fun, team 
building, goal setting, 
relationships, personal 
development, personal 
reflection & support.

• Relevant key speakers 

• have a w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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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FAST2BLANCO.COM
• INTERNATIONAL PROJECT

• BLANCO TOWNSHIP, SOUTH 
AFRICA 🇿🇿🇿🇿

• YEAR LONG PROJECT (OVER 
AND ABOVE RCITY NIGHT

• FUNDRAISING 

• 2 WEEKS VISIT WORKING IN 
COMMUNITY BLANCO.

• ONGOING SUPPORT TO 
BLANCO. 

Belfast 2 Bl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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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HOICE
RCITY

HAVE A W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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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 watch 👀👀

MY CHOICE 
• EXPLORING CONSEQUENCES 

OF CHOICES & DECISION 
MAKING.

• AIMED AT YOUNG PEOPLE 
MOST AT RISK.

• INTERNATIONAL VIST TO 
CAPE TOWN, SOUTH AFRICA  
🇿🇿🇿🇿

• IN-DEPTH EDUCATION OF 
GANG CULTURE, PRISON 
LIFE DUE TO NEGATIVE 
CHOICES, PERSONAL 
STORIES, COMMUNIT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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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QUESTIONS ?

RCITY COFFEE ☕️
• SOCIAL ENTERPRISE 

• UNIQUE LOCATION 

• COMMUNITY ENGAGEMENT 

• EMPLOYMENT 

• GIVING BACK TO 
COMMUNITY 

• SUPPORT FOR 
INTERNATION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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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배경

• 2013년 결성

• 샨킬 , 아르도인, 클로나드

• 세 가지 핵심주제

• 참여자들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 국제적 부문

청년을 통해 하나되는 우리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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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시티(RCITY 👣👣)

• 알시티 청소년부 ⬇️

• 알시티 1학년 ⬇️

• 알시티 2학년 ⬇️

• 알시티 자원봉사자 육성 프로그램 ⬇️

• 직원 팀

여름 캠프

• 5일간의 여름캠프

• 재미와 팀 활동, 목표 설정, 관계
형성, 개인적 성장, 자기반성 및
개인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둠

• 주제와 관련된 기조 강연자

•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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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FAST2BLANCO.COM

• 국제적 프로젝트

• 블랑코 타운십(흑인 거주 지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일 년간의 프로젝트(알시티 나이트 외)

• 기금 모금

• 2주 동안 블랑코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

• 블랑코에 대한 지속적 지원

벨파스트에서 블랑코로
(Belfast 2 Blanco)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심포지엄 _ 51



나의 선택
알시티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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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시죠👀👀

나의 선택

• 선택과 의사결정의 결과를 분석

•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방문

• 부정적인 선택, 개인적 사정 및
지역사회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갱(gang) 문화와 수감생활에 대한
심층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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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으십니까?

알시티 커피 ☕️

• 사회적 기업

• 독특한 지역적 위치

• 지역사회와 연대

• 고용

• 지역사회에 환원

• 국제적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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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란 화이트(Alan Waite) | 알시티 대표 매니저(Co founder & Senior Manager - RCITY PROJECT)

알란 화이트는 RCITY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 매니저이다. RCITY는 북아일랜드 

최대 분쟁지역인 샨킬과 아도인 지역의 청소년들이 장벽을 넘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평화교육을 추진하며, Belfast 2 Blanco international project를 통해 남아공 청소년과의 

연대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RCIty 설립 전까지 알란 화이트는 북아일랜드 교육청 

공무원 및 시민단체 지도자로 20여 년 간 청소년 담당 사업에 전념해왔다. 영국 정체성을 가진 

그는 북아일랜드 최대 격전지에서 살아온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아일랜드계의 토마스 털리와 함께 RCity를 설립했다.  

Co Founder Belfast 2 Blanco international project

Currently Senior Manager of RCITY Belfast .overlooking management of programmes, staff and 

progression.

Over 25 years experience of professional youth & community work in Northern Ireland. 

Former employee Education Authority , Northern Ireland, were i progressed from outreach detached 

youth worker to senior position.

My passion and energy for youth development continues as i strive to make a difference for the youth 

of our city and help bridge the divide between communities torn apart through the troubles. Engaging 

young people in positive programmes that genuinely impact on their lives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them to build relationships with other young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is at the 

forefront of my practice.

I myself have experienced first hand the impact of conflict and how this can negatively steer your 

own individual values.

Outside of my practice i have two more major passions the first is my amazing family, wife & two 

daughters ( aged 14 & 19) who keep my busy. The 2nd major passion is Manchester United , I’ve 

been a season ticket holder for many year along with my father,  although we not going to well at the 

moment i still believe we are the greatest football club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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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신도림고등학교 교사)

어깨동무 평화덕목과 평화교육 교안 만들기어깨동무 평화덕목과 평화교육 교안 만들기



어깨동무 평화덕목과 평화교육 교안 만들기

박종호,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연구위원, 교육과정모임

1. 들어가며: 어깨동무 평화교육 교안 만들기 어떻게? 

-  ‘어린이어깨동무가 걸어 온 길에서 평화교육의 알맹이를 찾아보자.’에서 시작함.

-  구연상 선생님(숙명여대 교수, 철학)을 모시고, 발제문을 같이 읽고 토론하고 다듬기.

-  ‘어린이어깨동무의 걸어온 길과 평화덕목’(구연상) 완성하여 어깨동무 신년 모임에서 발표.

-  ‘어깨동무 평화덕목’(구연상)을 중심으로 이를 초등, 중등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교재(평화교육 교안, 지도 자료)을 만들어 보기로 함.

-  한 달에 한 번 저녁 시간에 모여서 늦은 저녁까지 공부하고, 교안을 만들고 다듬어 봄.

-  2018년 3월부터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교육과정모임(교육과정모임, 월 1회) 운영함.

-  최보이, 이정현, 양은석, 최관의, 심은보 선생님(초등)

-  주예지, 정지영, 임요한, 박종호, 구연상 선생님(중등)

- 이성숙(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연구팀장, ‘잔소리꾼’) 선생님   

- 중간에 어깨동무 평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하여 같이 고민을 나눔. 

- 실제 학교 현장에 가서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분들이 만나고 있는 생생한 현장 고민을 들었음.

- 초등, 중등으로 나누어 어깨동무 평화교육 교안(교재)를 만들기로 하고 작업을 집중함. 

- 2018년 8월 15일 하루 집중 작업(초등, 중등 교안 같이 읽고 검토.)

-   현재까지 만든 교안을 다듬어 2018 어깨동무 평화교육 심포지움에서 발표하기로 함. 

-  평화교육 교안을 어떻게 구체로 적용할 것인지를 아일랜드 평화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더 깊이 

고민하기 위해 2019년 1월 중순 아일랜드 평화교육 연수 출발 예정.

“어깨동무”는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어깨에 팔을 얹거나 끼고 벌이는 ‘하나의 놀이’를 

더불어 하는 벗을 뜻하지만, 어른들 사이에서는 저마다 ‘낱동’으로 따로따로 살아가던 것을 접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한데 뭉치는 일(의기투합, 저항, 연대)을 말한다. 놀이로서의 어깨동무는 

가까움을 위한 것(동무 삼기)이고, 뭉치기로서의 어깨동무는 둥글게 뭉쳐 운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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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는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남녀와 빈부 그리고 겨레와 인류(人類/사람무리) 등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 어깨동무의 기틀은 벗되기, 부부되기, 이웃되기, 사람되기의 

근본(根本)이다. 어깨동무의 정신은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유엔 등 모든 공동체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골갱이다. 골갱이는 ‘골+줄기’로서 물과 같은 것이 흐르는 골짜기와 같다. 어깨동무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사이좋음의 물길을 내어 ‘서로-살림’의 물이 쉼 없이 흐르도록 한다는 

것을 뜻한다.

평화는 사람의 모든 행동의 궁극 목표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에 대한 바람마저 사라진 

곳에서는 폭력 또한 생겨날 수 없다. 분노(忿怒)에 사로잡혀 테러를 일삼는 단체조차도, 그들이 

올바른 세상이 펼쳐지기를 희구(希求)하는 한에서, 달리 말해, 그들 마음속에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꿈틀대는 한에서만 ‘무엇’인가를 ‘때려 부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폭력은 

‘평화 깨뜨리기’라기보다는 ‘이미 깨뜨려진 평화’가 아닌 ‘새로운 평화’를 갈망하는 비평화적 

대응(對應)’이라고 볼 수도 있다.

평화는 한 마디로 말해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가깝게 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태(狀態)이다. 여기서 ‘서로’는 남북일 수도 있고, 가족으로 좁혀질 수도, 

인류로 넓혀질 수도 있다. ‘사이좋음’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나 관계를 말한다. ‘사이좋게 지내기’로서의 평화는 주어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사이’가 좋아져 모두가 잘 지낼 수 있게 해 주는 삶의 방식을 나타낸다. 

2. 어깨동무 평화 덕목에 바탕을 둔 평화교육의 얼개 

‘어린이어깨동무의 걸어온 길과 평화덕목’(구연상)에서 중요한 곳만 골라서 옮겨 봅니다. 

평화의 덕목(德目)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줄 아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바지(서비스 service) 항목을 말한다. 키움은 가르침(교육/敎育)과 배움을 포괄(包括)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람다움의 길, 달리 말해, 어른다움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해 주는 일이다. 

‘평화 덕목’은 사람들 모두가 ‘사이좋음’의 뜻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서로’의 입장과 인륜성의 차원까지를 한데 아울러 살피며, 그로써 트이는 ‘서로의 사이’를 맡아 

지켜 나가기 위한 지침(指針)이다. 아울러 평화의 덕목은 우리가 처해 온 다양한 ‘사이들’을 돌이켜 

보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이 나쁨’의 현상들이나 문제들을 찾아내며, 우리끼리 ‘서로의 사이’를 

나쁘게 만든 까닭들을 드러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말하자면, 평화의 마음을 

갖도록 해 주는 성찰(省察) 항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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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평화)의 덕목은 그것이 찾아지는 방법(찾음의 길)뿐 아니라 그것이 

닦이는 수단(닦음의 길)까지도 평화적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평화의 덕목을 찾는 방법 자체가 이미 

평화의 덕목에 속해야 한다. 찾음의 길과 닦음의 길은 언제나 평화의 길 가운데 자리해 있어야 한다. 

이는 마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언제나 폭력의 맞은 쪽(맞은바라기)에 자리해야 하는 것과 같다.

가) 찾음의 덕목: 공공성(公共性)

평화 덕목은 모두에게 좋은 삶에 이바지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평화 덕목은 그것이 ‘서로의 

사이’의 좋고 나쁨에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 덕목을 찾거나 닦아나가는 과정 자체 또한 언제나 

공공성의 원리에 들어맞아야 한다. 

공공성(公共性)은 본디 군자(君子)의 통치 덕목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말로 ‘모두의 일을 함께 

벌이는 것’, 또는 그런 일을 벌일 때 갖춰야 할 공정(公正)과 공평(公平)의 태도를 일컫는다. 공정은 

다스림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주역(周易)』, 『시경(詩經)』), 공평은 베풂이나 나눔의 차원에서 

주로 해석될 수 있다(『呂氏春秋』). 공공성은 『여씨춘추』에 따를 때 먼저는 “無偏無黨(무편무당)”, 

즉 일을 처리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무리를 짓지 않는 것을 뜻하고, 다음으로는 

“王道蕩蕩(왕도탕탕)”, 즉 통치자의 길은 마음이 넓어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공공성의 정도는 “先順民心(선순민심)”, 즉 다스리미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르는 데 비례한다.

그런데 21세기 오늘날 공공성은 대체로 “퍼블리시티(publicity)”의 번역어로 쓰인다. 

공공(公共)은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해당하는 것, 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관계되는 

일이다. 이 번역어에서 강조점은 “공(共)”에 놓인다. ‘함께’는 ‘하는 때’로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데 아울러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공화국(共和國)이라 부르는 잉글리시 낱말 

“리퍼블릭(republic)”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한 마디로 말해, 나라(국가國家)와 땅 

그리고 법률 등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서 누구도 ‘저만의 것’으로 배타적(排他的)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흔히 “공유재(共有財)”, 즉 컴먼스(commons)라 불리기도 한다. 컴먼스는 모두가 함께 

가진 것, 즉 모두에게 속하는 것(공동의 것, 공통의 것), 그렇기에 흔한 것이다. 이것의 반대말은 

“프라이빗(private)”으로서 본디 ‘박탈(剝奪)’의 뜻을 가졌는데, 차츰 ‘나만의 것(사유재산)’을 

일컫게 되었다. 나만의 것은 저마다의 사람들이 모두의 것을 빼앗아 오직 자기만 가진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공공성 개념에는 그 말 자체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개방성(開放性), 즉 

오픈(open)의 요소가 속해야 한다. 개방은 사람들이 서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거나 

벽을 허물어트리거나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公開)하는 일이 다물려 있다. 개방성은 참여(參與)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모두의 일은 그 일에 관계된 모든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일의 결과(의무+이익)가 모두에게 고루 나눠져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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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서양의 공공성을 독일어 “외펜틀리히카이트(Öffentlichkeit)”라는 갈말로 새롭게 

뜻매김했다. 이 독일 낱말은 잉글리시로는 퍼블릭니스(publicness), 퍼블릭 스피어(public 

sphere)로 번역됐고, 일본말로는 공공성이나 공권력으로 옮겨지며, 우리말로는 공공영역, 

공론영역, 공론장, 여론, 공론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하지만 “Öffentlichkeit”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상태’, 우리말로 말하자면, ‘열린스러움’을 나타낸다. 이 

열린 마당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부르주아 그리고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저마다의 생각을 

펼칠 수 있다. 

“열린스러움”은 “시원스러움”처럼 어떤 공간이나 사람이 ‘활짝 열려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 “열린스러움”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생각을 시원스레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러한 ‘열린스러운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개방(開放)’, 달리 말해, ‘닫혔던 문을 열어 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로써 누구나 

마음대로 그곳을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공개(公開)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1) 평화 덕목은 ‘서로’가 토론을 거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토론(討論)은 모두의 문젯거리에 대한 서로의 해결책이 가진 장단점이나 옳고 그름을 열린스럽게 

함께 따져 밝히는 과정이다. 평화 덕목은 평화가 ‘서로의 관계’에 관한 사안(事案)인 한 서로의 

합의(合議)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평화 덕목은 그 구체적 내용으로써 확정되기보다 

평화가 마련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평화 덕목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주입해서는 안 된다. 평화 덕목은 거기에 합의할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토론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특정 문젯거리(이슈)가 ‘모두’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찾고자 하는 노력의 한 고리(일환/一環)로써 펼쳐진다. 토론은 문젯거리가 앞서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화의 방식과 절차도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해결책에 대한 

결론은 끝까지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 덕목은 그 

내용이 완전히 열려 있다.

토론의 주체는 누구든 서로의 주권(主權, 서버린티 sovereignty)을 끝까지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가장 높은 것으로서 독립성과 복종하지 않은 권리,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을 때, 모든 정책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토론에 의한 합의 또한 서로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의 주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에만 서로의 뜻 맞음(합의 合意)이 서로의 좋음에로 직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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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 덕목은 될 수 있는 한 현재의 논쟁거리로부터 길어내야 한다.

평화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서 서로의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서로의 좋았던 

관계도 우연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 평화 덕목은 이러한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 갈등(葛藤)은 맞부딪침이거나 앞 다투느라 뒤엉켜 싸움으로서 큰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갈등이 서로의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보통 파국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이좋게 지내기는 이러한 갈등을 줄이거나 없앨 때만 가능하다.

달리 말해, 평화 덕목은 ‘서로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계가 없거나 거리가 먼 추상적인 

사안에서 찾아져서는 안 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갈등 지점을 주제로 삼은 토론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보기를 들어 만일 북한 핵문제가 남북평화의 걸림돌이 된다면, 평화 덕목은 바로 그 핵문제에 

대한 학문적,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토론의 장에서 다루어졌던 논점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과 

분석들을 기초로 하여 길어내져야 한다.

(3) 평화 덕목은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은 ‘같이 느낌’으로서 ‘갑은 납이 아픈 것같이 느낀다.’라는 말처럼 ‘갑’ 자신은 실제로 

아프지 않으면서 ‘납’이 아픔을 느낀다고 여기는 일이다. 평화는 서로가 ‘사이좋게 지낸다’고 

느낄 때 자라나는 것이다. 사이좋게 지냄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 다른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냈을 때 경험한 좋은 일들과 그러한 경험의 조건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분명 서로의 

‘사이좋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 덕목이 모두에게 공감을 줄 수 있으려면, 그것은 무엇보다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토론의 

방법으로 이끌어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당사자 모두가 직면한 공통의 문젯거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공감은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남이 처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이다. 공감이 가능한 평화 덕목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체험하거나 비교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람다운 삶의 가치에 근거해 서로의 삶을 판단할 수 있을 때 더욱 커질 수 있다.

(4) 평화의 길은 함께 닦아나간다.

‘서로의 주체’에게는 언제나 안팎이 있다. 사이좋게 지내기는 ‘우리 안’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분단과 갈등을 넘어 ‘남북 모두에게 좋은 [공동선(共同善)]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끼리’ 분열되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바깥의 다른 집단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이좋음은 이미 우리 안의 특정 패거리만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는 우리가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기’를 먼저 이룬 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이의 

너르기’를 넓혀 나가는 길로써 찾아져야 한다. 보기컨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존재감 회복, 상호 

인정과 존중이 실천되어야 하고,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신뢰와 투명성이 갖춰지고, 문화적-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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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사라져야 하며, 무엇보다 자기성찰을 통한 자긍심이 생겨나야 한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로부터 ‘평화를 위한 통일’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며, 이 걸음은 

화해와 협력, 신뢰와 연대의 덕목에 의해 이끌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함께 닦아나감’의 덕목에 무게를 더한다면, ‘토론의 덕목’은 새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토론과 같은 ‘열린 마당’에서 생겨날 수 있는 숨겨진 불평등이나 차별 등을 진지하게 

제거하여 ‘참다운 열린스러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기컨대, 미국의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Iris M. Young)에 따를 때,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심도 있는 토의(deliberation)를 강조하는 

‘말하기 모델’은 서구 근대의 특수한 맥락, 즉 과학 논쟁, 근대 의회, 법정(이들은 각각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정치, 중세의 아카데미에 그 기원이 있다)에 바탕을 둔 것으로 남성이나 

백인과 같은 엘리트적이고 배타적인 상층 계급에게 유리하게 짜였고, 따라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집단의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만들거나 그들의 말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나) 닦음의 덕목들: 사이 살림

여기서 내보일 평화 덕목들(“어깨-덕목”이라 말줄임)은 (사)어린이어깨동무의 활동을 통해 

찾아진 것들로서 비록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평화)’에 필수적인 요소들로 여겨질 수 있고, 그렇기에 모든 갈등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범용성(汎用性)을 갖는다고 말해질 수 있다. ‘어깨-덕목’들은 이 단체가 성장해 온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듯도 보이고, 나아가 그것들끼리 ‘마디마디’ 한데 이어져 있기도 하다. ‘어깨 

덕목’은 이 단체가 닦아온 것이자 앞으로 새롭게 닦아나가야 할 것들이다.

놀랍게도 ‘어깨 덕목’은 미국의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Iris M. Young)이 ‘소통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데모크라시 democracy)”를 “함께 이끌기”로 직역할 수 있다면, 그녀가 추구하는 ‘소통 

민주주의’는 ‘열린 함께 이끌기’가 된다. 이는 우리가 ‘평화 덕목 찾기’의 길에서 발견한 ‘방법적 

덕목들’의 핵심인 ‘열린스러움’의 한 요소가 된다. 그녀가 제안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방을 친절하게 맞이하기(Greeting).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소통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감을 준다. 말로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소를 짓고 악수하고 껴안고 

음식과 음료수를 주고받는 등 말 없는 행동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둘째는 수사(Rhetoric)로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이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고 설득한다. 

셋째, 자기 이야기하기(Self-storytelling)는 쉽게 공유될 수 없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을 

드러내고, 개인의 관점에서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다.

(1) 인사 나누기: 서로 사이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실마리

인사(人事)는 ‘사람일’을 말한다.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가 어찌 지내는지를 묻는 일이고, 그 다음 일들로는 ‘안부(安否) 물음’에 대한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심포지엄 _ 65



대답(對答/갚음말)을 듣고 그 ‘들음-속’에 맞갖은 말과 ‘행동(움직임)’을 벌이는 것이며, 마지막 할 

일은 서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낼 것을 서로에게 당부(當付)하면서 헤어지는 것이다.

“인사(人事)”라는 말은 사람을 관리하는 일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는 대한제국시대 궁내부 부서 

이름으로 처음 쓰인 듯하지만, 그 말 자체는 일본말에서 빌려 온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한 조직의 

발전과 개혁을 이루고자 할 때 “인사(人事)는 萬事(만사)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자리마다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쓰는 일(적재적소/適材適所)’로서 사람 사이에는 다툼을 없애고 일 사이에는 

엉클어지는 일을 풀어 세상이 잘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일은 먼저는 사람끼리 서로를 돌보는 일을 뜻하지만 아울러 자리에 마땅한 사람을 쓰는 일도 

뜻한다. ‘사람 돌보기’와 ‘사람 쓰기’는 인사(人事)의 양면(兩面)이다. 이 둘은 모두 평화의 첫걸음을 

걷기 위한 두 다리이다. 인사나누기는 서로가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나’와 동등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인사나누기는 서로가 서로를 주권자(主權者)로 

인정하고 받들고 모시는 일이다. 다만 인사나누기는 돌봄과 씀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맨 처음 만날 때: 안녕, 친구야!

다툼 뒤 다시 만날 때: 잠깐만, 친구야! 

“잠깐만, 친구야!”는 그동안 여러 사정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의 만남이 끊기고 서로의 

안녕(安寧)을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과거의 케케묵은 핑계와 지청구 등은 

모두 뒤로 한 채, 서로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묻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서로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길’을 가는 데 초점을 맞춰 말과 행동을 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이때 우리는 평화를 위한 

화해(和解)-응어리를 풀어냄-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평화에 대한 이바지’를 서로가 다짐해야 한다.

(2) 혐오(嫌惡) 없애기: 서로의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것들을 줄여 없애기

우리가 서로 인사(人事)를 나누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사이에 혐오(嫌惡)의 감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는 현상적으로는 ‘몸서리쳐지는 어떤 것’에 대한 '생리적' 반응인데, 몸서리치게 

만드는 것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보거나 들을 수조차 없다. 그것들은 그 가까이 다가오거나 그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거나 그 꺼림칙함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그런데 혐오 속에 깃들여 있는 감정인 싫어함은 즐거워함의 반대말로서 ‘단 한 번조차도 경험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데, 혐오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은 ‘한 번의 경험’은커녕 그러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상상 경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싫은 것이다. 누군가 싫어하는 일을 강제하는 

것은 오(惡)를 넘어 악(惡), 달리 말해, 남의 마음과 삶을 무수는(무너뜨리고 부수는) 몹쓸 짓이 

되기까지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코소보, 체첸, 아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수단,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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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계 곳곳에서 50여 차례나 일어났던 집단학살은 1천 2백만 명에서 2천 2백만 명의 시민들이 

죽었다. 자신들이 살던 고향에서는 그토록 다정다감하고 예의 발랐던 일본군 병사들이 난징에서는 

아무 죄 없는 임산부를 강간하고 배를 갈라 꿈틀거리는 아기를 불에 던지는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까닭이 바로 혐오 때문이다.

혐오 행동이 있기에 앞서 언제나 ‘혐오의 말(hate speech)’이 있었다. 학살이 있기에 앞서 언제나 

먼저 집단의 구분과 구별과 차별이 있었다. 악마로 낙인(烙印: 불도장)이 찍힌 집단은 몰아 죽여야 

마땅한 ‘그것들’이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종족들’은 신의 이름으로 뭉개어 없애 버려야 마땅하며, 

빨갱이는 돌멩이로 쳐 죽여야 마땅하고, 르완다 내전의 주범 후투족에게 투치족은 잡아 없애야 할 

혐오스러운 ‘바퀴벌레’였다. 한나 아렌트가 아우슈비츠 학살의 주범 가운데 한명인 아이히만(Otto 

Adolf Eichmann)의 악행에 대해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 부른 것은 그녀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밑바탕에 깔린 유대인 혐오가 끼친 영향력을 간파(看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혐오와 증오 또는 미움과 싫어함이 깔리지 않은 전쟁은 없다. 전쟁은 언제나 혐오와 증오 그리고 

저주, 또는 폭언과 무시의 말로써 시작된다. 혐오는 근본적으로 ‘울타리치기 감정’으로서 자신의 

자기다움을 지키려는 본능에 기반을 두기에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거나 허물거나 침입하는 모든 

것은 생존의 적으로 간주되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처단된다. 혐오는 전쟁을 낳고, 전쟁은 또 

다른 혐오를 부른다. 

한반도는 남북 사이의 힘의 균형 못지않게 미중 사이의 이권 중재가 필요한 곳이다. 한국전쟁은 

민간인과 군인 모두 합쳐 51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경제와 문화는 무참히 무너졌으며, 무엇보다 

남북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적대적 공존 체제’를 굳히도록 만들었다. 현재 한반도는 남한 

국방비는 한 해만 37조를 넘어섰고, 북한은 GDP의 16~23 퍼센트(1조원 정도)이며, 좌우 사이의 

이념적 갈등, 민족 분열, 국제적 냉전과 신냉전의 가속화, 남북의 미중 종속 강화 등이 유지되고 있다.

(3) 이야기 나누기: 서로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토론과는 그 머금은 뜻이 사뭇 다르다. 토론은 교실이나 법정 

같은 곳에서 논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공개적인 장에서 말해지는 만큼 비판을 

받을 위험도 높아진다. 이러한 공론장에서는 누구도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없게 된다. 분노나 

고통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발언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거나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야기 나누기는 저마다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토로하는 것이자 서로의 감정과 세계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그 이야기의 근본 전제들이 깔려 있다. 보기를 

들어, 한일 사이에 벌어지는 독도 문제 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밑바탕에는 근본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관’에 깔려 있다. 우리가 이 사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일본의 독도공유론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권의 실질적 행사는 부정하는 기만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독도 문제는 주권(主權)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주권의 실질적 행사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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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평화의 관점에서, 또는 “새로운 눈길”, 달리 말해, “회복적 정의관”에 기초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까?”라고 묻고, 만일 우리가 이 물음을 “그들이 

이러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그들 나름의 까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다시 묻게 된다면, 

그 물음은 “그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일본 정부가 “가쓰라 

테프츠 밀약”과 같은,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근거 아닌 근거’에 근거해 독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대응은 저 밀약이 “국제법이 금지하는 내용”, 말하자면,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고, 일본이 이러한 금지를 실천했거나 주장한 사례들을 찾아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야기 나누기의 길은 서로가 서로의 주장의 근거를 끝까지 말할 수 있게 해 주되, 그 말의 

근거까지도 함께 드러내는 일이고, 나아가 그 근거들이 서로의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민주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길인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기존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말하자면, ‘누구나 함께 찾아나갈 수 있는 열린스러운 길’을 발견하게 해 줄 것이다.

(4) 일(사업/事業) 함께하기: 서로의 살림살이를 돕아 나가기

오스트롬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치와 

협치’의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공유(共有)에 속하는 것을 ‘모두의 것’이라는 무차별적인 

성격으로부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개별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바꿔 놓는 방식이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닌 것이 되어 나는 마치 ‘멀따’를 당하는 것과 같다. ‘멀따’는 

멀리하는 방식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모두의 것에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몫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 모두의 것 안에 주어진 내 몫을 찾아 누리려 하지 않는다. 모두의 것은 

공짜이고 내 것과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나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누구나-꼴’은 모두의 것보다 더 개별화 또는 개인화 되는 성향이 있다. 

평화의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서로의 ‘사이’를 ‘공유의 비극’처럼 

만들지 말고, ‘자치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때 성공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평화의 일 자체’를 

통해 자치와 협업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다.

(5) 사이좋음 키우기의 길 찾기

■ 한반도 평화 동여매기(콤팩트) [생각싹]

⇒ 서로 혐오의 사다리를 치워라

⇒  지역이나 영토 갈등(葛藤: 뒤엉돌이)을 일으키지 말라: 일본의 독도공유론이나 제국주의 

논리를 깨트려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또한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한반도(韓半島)는 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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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땅”이다.

⇒  부의 양극화를 줄여라. 경제적 양극화(兩極化 economic bipolarization): 이 말은 

부자(가멸차미)와 빈자(가난하미) 사이의 부(富)의 차이를 마치 남극과 북극이 가장 멀리 

벌어져 있는 모습에 빗대어 나타낸다. 그런데 이 말은 부의 양극화가 마치 부의 편차가 

균일하게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양으로 내보게 만드는 듯하다. 이러한 그림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최고의 부자와 최고의 가난한 자 사이에는 중산층이 마치 배불뚝이처럼 자리하고 

있는 듯 착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부의 양극화는 아주 적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부의 

95 퍼센트를 싹쓸이하는 형국을 띤다. 

⇒ 테러의 위협(威脅: 으름)을 누그러뜨려라(하름 데 블레이, 『왜 지금 지리학인가』)

⇒ 전쟁 위험(危險: 낭떠러지)을 없애라(정영철,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보다』)

⇒  모두 사이좋게 지내기의 감수성을 되살려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해 

주고,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갈등을 조정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성취감을 맛보게 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그리고 세계관을 깨닫고 그 차이를 

한데 아우를 수 있는 ‘미래 전망’을 갖게 해 준다.(최혜경, 2016심포지엄, 90~91쪽)

3. 평화교육 교안 만들기(초등, 중등) 살펴보기

- 초등, 중등 과정으로 나누어 평화교육 교안을 만들기로 한다.

- 초등 과정에서는 놀이(이정현, 양은석)를 활동을 이끄는 출발로 배치한다.

- 중등 과정에서는 핵심 질문(4개)을 뽑고 질문마다 중단원(4~6차시)으로 구성한다.

1) 초등

① 1차시: 평화 의미 살펴보기 

② 2차시: 다름에 대한 이해(남북의 같음과 다름 이해)

③ 3차시: 같이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④ 4차시: 평화(함께 잘 살기)는 누가 결정할까?

2) 중등

① 핵심질문1: 만남, 관계 맺기

② 핵심질문2: 다름, 차이, 차별

③ 핵심질문3: 배제, 혐오, 갈등

④ 핵심질문4: 연대, 화해,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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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의미 살펴보기
- 대상 : 초등 3~4학년

- 총 4차시 중 1차시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전개

정리

■ 【평화 의미 살펴보기 】

  •활동1> 『○○란 어떤 걸까?』그림책 읽기

   -다음의 그림책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읽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을 말해 볼까요?

   -『○○란 어떤 걸까?』그림책의 제목 생각해보기

■ 【내가 평화로운 순간 】 

  •활동2> ‘내가 평화로운 순간?’메모지에 쓰기

   -자신이 평소 평화로웠던 경험을 떠올려 볼까요?

   -어떤 순간이 평화로웠는지 메모지에 적어볼까요?

■ 【평화의 개념 】

  •활동3> ‘평화로운 순간’유목화하기 및 제목 붙이기

   -나의 행복한 순간을 발표해볼까요?

   -자신과 같은 내용의 친구들을 찾아볼까요?

   -우리 모둠의 내용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볼까요?

  •활동4> 평화의 원리 도출하기 

   -각 모둠별로 자유롭게 붙인 이름을 발표해볼까요?

   -각 모둠이 붙인 이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 【나에게 평화란? 】

     - 나에게 평화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평화란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 PPT

(그림책『평화란 어떤 걸까?』, 하마

다 게이코)

● 활동지1

● 메모지

● 보드판

(보드판 구성 시, 판 위쪽에는 제목 

쓸 빈칸을 설정하고, 판 아래쪽에

는 메모지 붙일 공간을 만든다.)

● 활동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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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에 대한 이해 
- 대상 : 초등 3~4학년

- 총 4차시 중 2차시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전개

정리

■ 【다름에 대해 이해하기】

 •활동1> ‘짜장-짬뽕’이구동성 놀이하기

   -‘짜짱-짬뽕’ 이구동성 놀이방법을 알아볼까요?

   -모둠별/집단별로 ‘짜짱-짬뽕’놀이를 해볼까요?

  

■ 【남북의 같음과 다름 이해하기1】 

 •활동2-1> ‘남·북한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보고 구분하기

   -누가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남한 사람은 남쪽 지도에, 북한 사람은 북쪽 지도에 붙여볼까요?

 •활동2-2> ‘남·북한의 음식 사진’보고 구분하기

   -어떤 음식이 남한인지, 또는 북한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남한 음식은 남쪽 지도에, 북한 음식은 북쪽 지도에 붙여볼까요?

 •활동2-3> ‘남·북한의 풍경 사진’보고 구분하기

   -어떤 풍경이 남한인지, 또는 북한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남한 풍경은 남쪽 지도에, 북한 풍경은 북쪽 지도에 붙여볼까요?

■ 【남북의 같음과 다름 이해하기2】

 •활동3-1>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점 생각하기

   -남과 북은 서로 비슷한 점만 있을까요?

   -남과 북은 서로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시) 언어 등

 •활동3-2> 남과 북이 서로 달라진 이유 생각하기 

   -같은 점도 많지만 이렇게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둠별로 그 까닭을 생각해 보고, 정리하여 발표해 볼까요?

    예시) 전쟁, 생각의 다름, 불신 등

■ 【같음과 다름의 공존을 위한 실천 고민하기】

 •활동4> 그림책『시냇물 저쪽』의 문제 해결하기

   -그림책『시냇물 저쪽』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고,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이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 PPT(‘짜짱-짬뽕‘놀이 설명자료)

● 활동지1

(놀이 방법 및 활동 기록표)

● 활동지2-1

(사진과 한반도의 지도가 그려진 활동지) 

(※활동지2 안에, 보여준 사진과 같은 사

람/음식/풍경이 들어가되, 각각의 기호

가 부여됨)

● 활동지2-2

(음식과 한반도의 지도가 그려진 활동지)

● 활동지2-3

(풍경과 한반도의 지도가 그려진 활동지)

● 활동지3-1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차이를 작성하는 

활동지)

● 활동지3-2

(남과 북이 달라진 그 이유를 작성하는 

활동지)

● PPT

(그림책『시냇물 저쪽』, 엘즈비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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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차이, 차별 넘어서

- 대상 : 중등

- 총 6차시

- 목표 : 나와 너, 우리 안에서 다름과 차이를 구별하고 차별을 없앤다.  

■ 마음 열기

다음 공익광고를 보고, 우리 생활 속에서 포스터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를 찾아보자.

■ 이해를 돕는 읽기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

※ ‘세바시: 혐오표현은 어떻게 세상을 파괴하는가’ 

■ 이해활동

1. 다음은 용어에 대한 설명1이다. 이 표현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용어 설명 문제점

된장녀

여성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하하는 인터넷 비속어. 점심 값
보다 훨씬 비싼 커피를 후식으로 마시고, 극단적 페미니즘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자를 이용하는 일부의 젊은 여성을 징한다. 명품 브랜드에 집착하는 일부 여성들
을 냉소적으로 비하해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김치녀

주로 명품브랜드에 집착하고 사치를 일삼는 여성을 가리키는 된장녀에서 나아가 의무
는지지 않고 권리만을 강조하는 여성, 자신의 의견을 크게 주장하는 여성, 꾸지지 않는 
여성 등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남성의 시각을 중심으로 젊은 한국여성 전체를 비하·혐
오·경멸하는 단어

2. 다음 용어를 바탕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정의를 정리해 보자.

용어 개인적 정의 

차별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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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활동  

3. 다음 뉴스를 보고, 차별 금지법에 대해 조사해 보자. 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5089#09T0

프레시안 : 차별금지제정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허위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 독일처럼 혐오 발언 등

의 혐오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경신 :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없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 차별할 자유는 사실 인

간의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다. 짜장면을 선호할지, 짬뽕을 선호할지. 연애를 할 때도 여성을 좋아할지, 남성

을 좋아할지 선택해서 차별하게 된다.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내버려 두면 매우 비인간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명국가의 마지노선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개인이 연애할 때는 어떤 성별을 좋아할지 남

녀차별을 해도 되지만, 고용을 하거나, 주거를 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

과 같이 최소한의 공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 특별법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그보다 더 넓은 분야에서 사람들이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경기도 산업단지에서 '호남

사람 사절'이라는 채용공고가 있어 사회적 공분을 샀지만,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었다. 입법불비가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차별이 불법행위로 정해지면 이를 선동하고 조장하는 표현은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가짜뉴스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나"

프레시안 :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와 여당의 지적처럼 SNS에서 가짜뉴스의 유통이 심

각하다는 지적이 팽배한 건 사실 아닌가. 

박경신 : 가짜뉴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뭔지 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무

엇인지 알고 있다면, 가짜뉴스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나. 어떤 뉴스가 허위라는 게 쉽게 판별이 될 수 있는 상

황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구평평론의 국제 학회 숫자가 수십만 명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라고 생

각하지 않는다. 가짜뉴스 문제의 발단은 노인들이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뒤늦게 사용하면서 그들끼리 믿고 싶

은 정보만을 주고받으면서 증폭시키는 필터버블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언론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

기 위해서 허위 통계로 경제를 왜곡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때인데, 개인적으로 후자는 공권력이 건드려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자는 큰 해악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밝혀내고, 어떠한 사실이 가짜뉴스라고 홍보를 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허위사실유

포죄와 닮은 정부의 대책은 가짜뉴스를 지적하는 행위, 사실을 밝히는 행위도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가짜

뉴스로 처벌할 부작용이 있다. 

조사 내용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의 종류?

차별금지법에 관한 우리나라 상황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

자신이 조사하고 싶은 것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1/2016032101870.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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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을 통해 혐오 표현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자.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큐이즈’(QIS·Queer In SNU)는 3월 15일, ‘관악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

자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주일간의 현수막 게시를 승인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22일,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24일, 큐이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Queer In SNU

는 오늘부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터널에 이 현수막을 전시합니다. 옆에 놓인 반창고로 현수막을 붙여주세

요”라는 글을 남기며 찢어진 현수막에 반창고를 붙이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패인은 3일간 진행됐고, 513

개의 반창고가 붙은 현수막과 함께 전시를 마쳤다.

 출처: http://www.goham20.com/49767/

■ 융합활동

5.  다음은 <겨레말 큰사전>에 대한 뉴스이다. 뉴스를 보고 <겨레말 큰사전> 편찬 요강  

중에서 단일 어문 규범 작성 요강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통일로 미래로] 다시 기지개 켜는 겨레말큰사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8348&ref=A#

단일 규범의 성격 의미

①  이 규범은 남북의 현행 어문 규범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는 통일 지향적인 단일 

언어 규범이다. 

②  이 규범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단일 규범이지만 남북이 

다 같이 널리 받아들여 쓸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이 규범은 단계적인 수정, 보충, 완성 과정을 거쳐 민족어 통일 규범으로 발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잠정적인 규범 초안의 성격을 지닌다.

④  이 규범은 남북에서 사용하는 현행 어문 규범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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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여행 지도

적군의 묘지 앞에서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로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인공산(無人空山)의 적막만이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 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砲聲)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목놓아 버린다.

[활동]  북쪽을 향해 안장되어 있는 북한군 묘지 앞에서 시를 낭독해 보고, 감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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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 신도림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1학년 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하루에 두 번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는데 오가면서 

만난 꽃과 노루와 친구들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산다. 도시에서 태어나 ‘산부인과’를 고향으로 

둔 아들과 또래들을 늘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삼십 년 가까이 고등학교에서 국어, 문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매달려 있다. ‘창비 문학 교과서’ 대표 집필자로 참여했고,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국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만들었다. 현재 신도림고등학교 교사이며, 

어린이어깨동무와 십여 년 전에 인연을 맺은 뒤 함께 해 왔으며,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연구위원, 교육과정모임에서 일한다.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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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변화와 평화교육 - 평화 시대의 평화 교육

정영철(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 서강대학교 교수)



남북관계의 변화

•전쟁 없는 한반도 선언

•한반도 비핵화, 평화 그리고 번영

•남북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문 중에서 -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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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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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변화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종전을 통한 ‘전쟁의 종식’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의 정착’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구축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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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평화 그 이후 

정전, 휴전 상태 전쟁이 끝남

서로가 아직 적으로 남아있음 서로가 적이 아닌 친구가 됨

항시적 비상체제 평화체제

제한된 교류 / 협력의 부재
남북미가 서로를 인정하는 

수교국가.
정상적인 통상과 교류

군비경쟁, 전쟁위기 군비통제, 평화유지

종전 이전 종전과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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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평화의 패러다임 변화

•지금까지의 안보 패러다임: 물리적 방어와 군사력을 중심에 둔 냉전형 안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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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평화의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인간 안보’와 보편적 정의와 평화의 구축을 위한 안보

•남북한 냉전체제의 해체 -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적

   냉전의 담론 - 탈냉전의 담론 - 새로운 평화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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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교육의 필수적 요청과 변화

•지금까지의 평화: 안보를 위한 평화

   - 경쟁과 갈등에서의 승리

   - 승패 이데올로기에 갇힌 평화 교육

•앞으로의 평화: 안보를 넘어선 평화

   - 평화 시대의 평화 교육은 무엇이어야 할까?

   - 공존과 번영: 남북 관계 그리고 이를 넘어선 평화

   -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평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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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교육을 위한 전제

•위로부터의 평화 교육: 탈냉전 - 평화 - 패러다임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평화 교육: 평화의 일상화 - 보편적 가치의 증진 - 일상의 연대

•남북의 지향: 공존(共存) 공영(共榮) 공변(共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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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의 여정

정영철 |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 서강대학교 교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학교평화통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고 북한연구학회 이사를 지냈다. 한반도의 모든 어린이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보다》, 

《한반도정치론》, 《북한과 미국: 대결의 역사》 등이 있다.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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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톡



평화프로세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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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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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개

어린이어깨동무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평화교육의 역할



어린이어깨동무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평화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녘어린이지원, 평화교육문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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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포소아병원 입원병동 신축

- 북녘 의료인 교육사업

- 긴급구호, 의약품 지원 등 

○ 영양증진사업

- 콩우유 생산설비 및 원료 지원

○ 교육환경개선사업

- 평양 어깨동무학용품공장 준공, 어린이시설 개보수

■ 평화교육문화 활동

어린이들이 분단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더 이상 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만남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화교육문화활동을 펼칩니다.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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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평화통일교육

○ 평화통일교육 강사단 ‘평화길라잡이’양성

○ 평화교육 연구

○ 평화교육 교재 및 교구 제작

○ 남북어린이 교류 : 그림교환과 어린이대표단 평양 방문

○ 피스리더 활동 :  어린이 캠프, 평화지킴이(어린이), 평화이음이(청소년),  

평화열음이(청년) 등

○ 동아시아 어린이 교류 및 지원

○ 시민평화행사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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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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  청소년들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평화로운 통합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함께합니다.

-  청소년들이 평화감수성을 가지고 친구와 가족, 이웃을 생각하고 대하는 평화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동아시아의 청소년들이 평화를 지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류합니다.

○ 주요 활동

- 피스레터 발간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에서는 두 달에 한 번 <평화를 보는 새로운 시선·피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피스레터>는 한반도의 변화하는 환경과 일상에서의 다양한 사건을 평화의 눈으로 

재해석한 글을 회원 및 시민과 나누는 매체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발행됩니다. 피스레터는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블로그(http://peacecenter.tistory.com)에서 언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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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교육 연구 및 출판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더 많은 어린이, 청소년, 시민과 함께 평화감수성을 키우고, 

평화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는 다양한 평화교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남북관계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화교육 내용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적합한 평화교육의 내용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책, 워크북 등으로 엮어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활동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심포지엄 및 콜로키움 개최

평화교육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의 공감과 움직임을 통해 가능해 집니다. 이를 위해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의 고민과 성과를 포함하여, 이미 평화와 평화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 활동가, 

교육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과 콜로키움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민의 깊이를 더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함께 배우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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