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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과 구성 요소에 한 논의를 통해 학교통

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밝히고 학교통일교육 내실

화를 위한 과제와 제도 및 수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현실과 한계를 

갖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정부 정책과 접하게 관련을 맺으면

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했다. 교육 목표는 국가 차원의 당위와 

이념을 강조하여 교육적 실천과 거리가 있었다. 교육 내용은 학생

과 교사를 고려함 없이 정부 입장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교수·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이 학교통일교육 논의

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은 

하향식으로 편성되고 있고 영역별 일관성이 부족하며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과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은 형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기능이론, 갈등이론, 해석

학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는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는 학교통일교육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형식

적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학교 밖 사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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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등의 측면에서 밝혔다. 학교 

밖 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학교 밖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북한의 행위, 북정책과 통일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를 생산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으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사회 환경의 변화, 분단의식과 남남갈등, 통일교

육의 정치적 민감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치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언론과 SNS의 영향에 해 논하였다.

학교의 생태와 관련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군집성, 경쟁문화,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군집

성은 과거 당위를 중심으로 한 학교통일교육 담론을 내면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오

늘날 당위에 한 강조만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또한 경

쟁문화가 첨예한 교육 현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기적 심성을 갖

게 만들었고 적 와 혐오의 문화를 형성하여 북한에 한 혐오를 

표현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전통적인 권력

관계는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수용하도록 기능했지만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오늘

날 학교와 교사, 교육과정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학교의 인적 요소와 관련하여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밝혔다. 다양한 통일의식을 내면화한 가운데 사회규

범의 전달자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교사들은 통일문제에 한 가

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낮아

지고 있고 통일문제에 한 실용적 접근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에 한 태도는 부정적이다. 학부모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전반적

으로 낮아지고 있고 북한에 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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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해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 밖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해 통일교육 논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생태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학교문화를 형

성하고 삶의 문제로 통일을 고민할 수 있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

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

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잠재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 단계에서 학생과 교사의 능동적 참여

를 보장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 영향을 강화하

기 위한 제도 및 수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통일교육 환

경 조성을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 개념을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통일교육의 보

편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

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강조해야 하고 인간안

보의 관점에서 통일과 안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다음

으로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통일교육 지침의 개선 방안

을 제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 관점의 예를 

제시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학생 발달수준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예

를 들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 영향 강화를 위한 도덕과 

통일교육의 강조점 및 수업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잠재적 교육과정, 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 도덕과 통일교육, 

잠재 영향

학  번 : 2013-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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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2000년  김 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다른 정부에 비해 비교적 우

호적인 북정책과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10  청소년으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교

육을 받은 세 들은 2010년 에 20 가 되었다. 이들은 비교적 체계적으

로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세 로 반공교육과 안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이전 세 와 비교하여 다른 교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들 청년들의 통일의식, 북의식이 다른 성인

세 에 비해 더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7 통일의식 조사1)

에 의하면 조사 상 중 가장 어린 20  연령층에서 북 적 의식이 가

장 높았다2)(서울 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7A: 21). 또한 통일의 필요

성에 한 세 별 답변에서는 20  41.4%, 30  39.6%, 40  57.8%, 50

 62%, 60  67%로 나타났다(서울 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7A: 8). 

50, 60 에 비해 상 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20 와 30 의 통일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거 맹목적으로 반공교육과 안보교육 중심으

로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20 를 상으로 실

시된 학교통일교육의 결과에 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연구자들의 논의에서도 학교통일교육의 성과에 한 평가는 전반적으

로 긍정적이지 못하다(박찬석, 2000; 추병완 외, 2002; 정용길, 2003; 

1) 표적인 통일의식 조사로 서울  통일평화연구원과 KBS 남북교류협력단의 

조사가 있다. 후자의 경우 2016년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  통일

평화연구원의 경우 2007년 이후 해마다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

역별, 연령별, 계층별 의식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2) 북한을 적 상으로 보는 인식은 20  17.4%, 30  16.2%, 40  16.8%, 50

 14.2%로 20 가 가장 높고 50 가 가장 낮았다(서울 학교통일평화연구

원, 2017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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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2007; 오기성, 2012; 박성춘, 2012; 변종헌, 2012b; 최성광, 

2013; 정용민, 2014; 황인표, 2014; 박찬석, 2017). 해방 이후 실시되

었던 학교통일교육이 “명칭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원칙이 없었고”(박찬

석, 2000: 31) “정치적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남북관계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종속변수”(조정아, 2007: 293; 황인표, 2014: 24-25)로 기능

하면서 “학교가 정치적 이념에 귀속되어 이념에 따른 정책 추진의 시험

가 되거나”(최성광, 2013: 166) “정부시책의 홍보에 치중하는 경

향”(정용길, 2003: 310)이 있었으며 “지향점에 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박성춘, 2012: 279)한 가운데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

화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 내지 기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변종

헌, 2012b: 179)는 것이다. 

형식적 교육과정은 흔히 교육과정이란 말과 동일시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학교의 연간교육계획 등 공식적 문서가 형식적 교육과정에 해

당된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제공된 교과 교

육과정, 그에 따른 교과서, 교사가 작성한 학습자료, 교육청의 교육 지

침과 계기교육 자료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의도한 계획 로 통일의식을 형성하지 못했다. 

분단 이후 실시된 학교통일교육은 북한, 통일, 분단, 민족 등과 같이 

관련된 소재를 다루는 것 자체를 학교통일교육이라 여기고 양적 확 를 

추구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련 소재를 다루는 것만을 학교통일교육

과 동일시하는 가운데 실행된 교육은 “통일에 해 긍정적 인식과 바람

직한 태도를 기른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6)는 목표와 달리 통

일문제에 한 무관심과 북한에 한 혐오 현상으로 이어지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고성준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북

한 동포를 끌어안을 포용의 상으로 여기기보다 가난한 친척이나 심지

어 가난한 이웃 국가의 국민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 북

한은 무관심의 상이거나 나와 무관한 ‘남의 일’일 뿐이다. 심지어 

북한에 해 싫증내고 짜증내는 이른바 혐북(嫌北)과 염북(厭北) 의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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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19). 이는 그동안의 학교통일교육 연구가 교육의 방향과 계

획을 중심으로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목표 제시에 치중해오면서 교육 현

장에서의 실행과 결과에 한 분석에 바탕을 둔 안 제시에 소홀했음을 

반증한다. 

학교통일교육 연구에서 교육의 실행과 결과에 한 분석에 좀 더 많

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학교의 물리적 조

건, 지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의

도하고 계획 세운 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서울 학교교육연구소, 1995). “1960년  말엽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교생활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던 잭슨(Jackson)에 

의해 처음 사용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교육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그 의미가 점차로 확 되어 왔

다”(김재춘, 2002: 51). 

잠재적 교육과정이 지닌 교육적 위력은 형식적 교육과정보다 더 강력

하다(Eisner, 1979: 110; Gordon, 1982: 208; 박순경, 1996a: 286). 고

든(Gordon, 1982)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교생활 깊이 퍼져 있고, 무의

식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해석 또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은 형식적 교육과정에 해서만큼 그 영향력에 저항할 가능성이 

적다(191)고 보았다.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는 형식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지만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인 형태로 

자극이 주어지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서는 학생들이 거부하거나 저항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생들은 학교 외에 다른 삶의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

양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학교생활에서도 

형식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교과 수업, 행사, 동아리 활동 외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통해 교사 및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잠재적 교육과정을 경험하며 형식적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는 순간에도 

교사의 계획이나 의도와 무관한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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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한 논의를 주도해온 교육계 일각에서는 잠재적 교육과

정이 교육학으로 성립 가능한 것인가에 한 립적 논의가 있지만3),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측면들을 인식하

게 하며, 논리적 관계에 터하여 설명되기 어려운 학교교육의 광범위한 

영역들을 드러내며 교육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해서는 찾기 

어려운 다른 많은 가능성들에 한 의문과 통찰력을 제공한다”(박순경, 

1996b: 44). 즉 학교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만으로 찾기 

어려운 교육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며 종

합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가능하게 해준다. 

학교통일교육에 한 연구와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는 다양하

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교통일교육을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도덕윤리과교육

학회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에 게재된 통일교육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한 박성춘(2012)에 의하면 총 35편의 논문 중에서 통일교육의 방향 

제시에 해당하는 연구가 26편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교

육과정 및 교과서에 한 논의 16편, 구체적인 통일교육 수업 방법에 관

한 연구 6편, 북한에 한 연구가 3편 등이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통

일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박균열(2005)의 연구 1편이 

있을 뿐이다(285-29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

(http://riss.kr)에서 기간과 학술지명의 제한을 두지 않고 ‘통일교

육’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논문명과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논문을 

한 편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박성춘(2012)의 연구에서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문으로 

제시된 박균열(2005)의 연구를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3) 합리주의자(Peters, Broudy, 김순택, 이돈희, 김안중; 박순경, 1996a에서 

재인용)들과 실증주의자(Lakomski, 1988)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문적으

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일부 교육사회학자들(Jackson, 

1968; Giroux and Penna, 1979; 한준상, 1986; 배지현, 2013)과 해석학적 관

점에서 접근을 시도한 학자들(Gordon, 1983; 박순경, 1996a; 박순경, 

1996b; 김재춘, 2002)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함을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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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볼 수 있는가에 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는 남북한의 자주

국방정책에 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 교육적 시사

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동안 학교통일교육 개념이 넓게는 반공교육과 통

일안보교육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학교통일교육 

논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학교통일교육의 안

보교육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기보다 안보교육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학교통일교육의 논의 주제로 포함하는 것에 이견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학교통일교육 전반에 초점을 

두고 잠재적 교육과정을 연구한 연구자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의 현실과 한계를 살

펴보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학교통일교육의 잠

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밝히고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

교통일교육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형식적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형식적 교육과정이 겉으로 드러난 교육의 외적 모습이라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형식적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기본 바탕이 된다. 

배현진(2013)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형식적 교육과정의 범위를 초과하

는 잉여적 교육내용이고, 형식적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외현적

으로 표명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잠재

적 교육과정은 형식적 교육과정을 변형시키며, 형식적 교육과정은 잠재

적 교육과정을 발전·심화시키면서 양자는 상호 작용한다(19-21)고 보

았다. 그녀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없는 형식적 교육과정은 알맹이가 비

어져 공허하게 남은 껍데기와 같고, 형식적 교육과정이 없는 잠재적 교

육과정은 그릇에 담기지 않고 엎질러져 쓰임새 없이 버려진 물과 같

다”(배현진, 2013: 23)고 하였다. 즉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형식적 교육과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서 두 개념에 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김재춘(2002)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

는 데 기여한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의도나 계획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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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교육과정의 영역을 결과나 산출까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전환시킴

으로써 교육과정의 개념 확장에 기여했다. 둘째,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진술보다 ‘학교 교육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사실적 진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주된 흐름을 개발 패러다임4)에서 이해 패러다임으로 체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이

후의 교육 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했다(59). 

김재춘의 주장을 학교통일교육과 관련지어보면 학교통일교육에 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는 학교통일교육 연구의 관심을 계획에서 

결과로 확장시켜주며 당위적인 목표 진술에서 나아가 학교통일교육의 현

실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의 형식

적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통일교육이 보

다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교육은 사회와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를 이어갈 역량과 사

회를 변혁할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통일교육의 방향에 

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면에는 한국 전쟁이

라는 역사적 경험을 해석하는 차원이 다르다”(황인표, 2014: 292). 학

교통일교육은 분단사에 한 인식,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에 한 인식 

등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와 매우 민감하게 상호작용 한다. 

역사적 경험 해석에 있어 의견 차이는 남한 내부의 정치적 입장 차이

를 확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남남갈등의 주요한 소재가 되기도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지향점에 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학교통일교

육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 소재가 되기도 한다5). 이처럼 “통일교육에서 

4) 패러다임(paradigm)이란 “쿤(Kuhn)이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한 시  사람

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김구, 

2011: 164)를 말한다. 

5) 현직 교사들이 수업과 환경미화 등에서 활용한 교육 자료로 인해 국가보안

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학교통일교

육이 정치적·사법적 논란의 상이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원 2012.12.27. 선고 2010도1554 판결)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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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인식되다보니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박성춘·이슬기, 

2016: 141). 형식적 교육과정 변화에 한 논의가 사회적 환경을 포함

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고려와 더불어 전개되어야 하는 이유다. 분

단된 현실과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상이하게 다른 현실은 학

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이 그 자체로 체계적이고 논

리적으로 완결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교육 결과를 기 할 수 

없다. 이는 교육 실행 과정에서 형식적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통일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학생 통

일의식의 긍정적 변화라고 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에 한 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를 통해 오늘날 

학교통일교육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 로 학교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과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통일교육 연구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연구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나.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어떤 세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다.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과제는 무엇인가? 

라. 제도적 측면과 수업실행의 측면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 영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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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 이론에 한 탐구를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잠

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찾고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를 연

구 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문헌검토란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된 

기존의 연구문헌을 철저히 탐색하여 검토하는 것”(이승관․김성율, 

2004: 75)으로 “조사와 관련된 주제 혹은 변수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 

보고서, 관련 서적, 각종 2차 자료를 이용해서 사전지식과 조사에 한 

간접경험을 획득하는 방법”(정우석․손일권, 2012: 32)이다.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 영역에서 알려진 지식을 통합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 지

식의 실체에 다가가서 신빙성을 확립할 수 있고 선행연구의 경향 파악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와의 연계성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

를 얻을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된다”(김구, 2011: 167-168). 

본 논문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연구의 필요성을 형

식적 교육과정의 현실과 한계에 한 검토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통일

교육지침서와 교육부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중심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에 한 국가 차원의 지

침으로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체계, 지도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

과정 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 중에서 도덕과 교

육과정을 연구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국어, 일반사회, 지리, 역사, 미

술, 음악 등의 과목에서 한반도, 분단문제, 통일문제 등을 부분적으로 

수업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통일의 필요성, 북한이해, 분단현실 이해, 

통일 방법 등 학교통일교육의 핵심 주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교과가 도덕과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 이론 살

펴보기 위해 잭슨, 드리븐(Dreeben), 아이즈너(Eisner), 일리히

(Illich), 보울즈와 진티스(Bowles and Gintis), 애플(Apple), 애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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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on), 지루(Giroux), 김종서 등 연구자들의 저서와 학술 논문, 관련 

국내외 2차 연구 문헌을 검토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analysis of existing 

statistic) 방법을 연구 과정에 부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2차 분석(secondary analysis)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2차 분석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기 스스

로 통계분석을 하지만 기존 통계자료 분석에서는 단지 다른 사람이 이미 

분석해 놓은 자료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통계들이 연구자에게 

보충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 통

계자료는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Babbie, 1989: 399).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은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밝히는 

Ⅳ장에서 주로 활용될 것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는 숨겨진 혹은 잠재된 교육적 의도의 

측면과 교육 이후 나타나는 결과의 측면에서 주로 진행되는데 기존 통계

자료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본 논문에서

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 서울 학교 통일평화연

구원의 통일의식조사, 통일교육협의회의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한국청

소년 정책연구원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한 연구, 기타 

통일교육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고 이를 분석한 2차 자료들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기존 통계자료들은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을 형성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태도와 학교통일교육의 관련성, 

학교 밖 사회 환경과 학교통일교육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

용할 것으로 기 된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과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연구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학

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변천과 현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잠

재적 교육과정에 한 고려가 부족한 학교통일교육의 한계를 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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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Ⅲ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유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와 학교통일교육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 한 논의가 갖는 중요성을 논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토 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등 3가지 측면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Ⅴ장에서는 Ⅱ, Ⅲ, Ⅳ장의 논의를 종합하

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제

시할 것이다. Ⅵ장에서는 Ⅴ장에서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고 학교통일교

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이 잠재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내용적, 

방법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Ⅶ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전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Ⅱ장에서는 학교통일교

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의 현실과 한계에 해 논의할 것이다. 먼저 분단 

이후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 변천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2016 

통일교육지침서,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

정을 중심으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교육

과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속에 내포된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가 발생한 이유를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련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잠재적 교육과정 이론을 살펴

볼 것이다. 먼저 교육과정 유형을 살펴보고 잠재적 교육과정 이론의 의

의를 논할 것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주요한 접근인 기능이론, 갈

등이론, 해석학적 관점을 살펴보고 본 논문의 분석틀이라 할 수 있는 잠

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학교통일교육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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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다루었던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가 학교

통일교육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라는 세 측면에 잠재되어 있

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에 해 논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통일교육

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이 갖는 한

계, 잠재적 교육과정 이론 개관,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에 한 논의를 통해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먼저 학교 밖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논하고 학교의 생태 변화를 반영한 학교문화 혁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어서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잠재적 교육과정 

반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잠재 영향 강화를 위한 학교통일교육 교육과

정 구성의 원칙으로 보편주의 적용이 필요함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학

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인적 요소로서 학생과 교사의 통일의식을 

반영하고 이들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함을 논할 것

이다.

Ⅵ장에서는 잠재 영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수업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학교통일교육이 보다 보편적이고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구

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반영

하여 잠재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 지침의 기본 관점과 학

생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교과별로 제시될 수 있는 통일교육

의 세부지침의 예를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도덕과 통일교육 교육과정의 

잠재 영향 강화를 위한 강조점 및 수업 전략의 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Ⅶ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 후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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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개념 사용의 혼란을 피하고 좀 더 명료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통일, 남북통일

통일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ㆍ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 여러 요소를 서로 같거나 일치되게 맞춤, 여러 가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곳으로 모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등의 사전적 의미

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일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겨레가 하나로 되는 일, 즉 남북통일의 의미로 사용 

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통일, 남북통일 등은 엄 하게 말

하자면 그 의미가 다르지만 학계와 일상생활에서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

일, 남북통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포괄하는 의미로 “자유

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

육”(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6)으로 정의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

은 “초·중·고 학생에게 자유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를 함양하는 교육”(교육부, 2016: 14)으로 정의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 국민을 상 로 계획 및 실행되는 사회통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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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을 염두에 둔 학교통일교육은 그 상뿐 아니라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걸쳐 전반적으로 다르기 때문

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문헌을 인

용할 때는 원문 그 로 인용하고 연구자의 서술에서는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을 의미할 때는 학교통일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학교통일교육에 한 앞선 정의는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되지 못하고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남북 간 체제 경쟁과 냉

전적 사고가 반영된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적 실천과 거

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을 “학생들로 하여금 한

반도 분단의 현실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문제들을 자신의 삶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평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방

안을 채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재정의 

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남한, 북한, 남북한

우리나라의 국호는 ‘ 한민국’이지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측과 북측을 구분하는 용어로 각각 남한과 북한을 사

용하고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용어로 남북한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표기 방식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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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

1.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 변천

분단 이후 학교통일교육의 변화에 한 연구에서 시기별 학교통일교

육의 특징에 한 논의는 비교적 일관된 경향을 보여 왔다. 정부나 교육

과정 변화에 따라 내용과 강조점이 다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

고 학교통일교육의 단계를 반공교육 시기, 통일안보교육 시기, 통일교육 

시기 등으로 구분하는 관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 별로 통일문제

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경합하는 가운데, 어떤 정치적 입장이 우세한

가에 따라서 강조점이 변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박성춘·이슬기, 

2016: 10)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공교육 시기에도 평화통일

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통일교육 시기에도 반공, 안보교육을 강

조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1990년  이후 통일안보교육 시기에서 통일교육 시기로 변화하였

다고 하지만 2000년  후반 이후 보수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통일안보교

육이 다시 강조되는 현상을 전자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논의를 살펴보면서 학교통일교육의 강조점 변화를 정리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의 명칭을 어떻게 부르고 변경하여 왔는가 하는 것은 내용 

변화를 수반한 통일교육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황인표, 2006: 74). 

“교육내용의 강조점 추세로 보아 반공교육 시기, 통일안보교육 시기, 

통일교육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박찬석, 2006: 47). 첫째, “반공교

육 시기는 미군정기로부터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우리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반공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박찬석, 

2006: 47). 반공교육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적 적인 관계로 설정하

고 남한은 선(善), 북한은 악(惡)이라는 관점을 견지한 가운데 실시되었

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북한에 한 경계심 고취와 북한의 도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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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조휘

제, 2011: 33). 반공교육 시기 도덕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학교통일교육

의 주제는 제4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몇 가지를 주제를 나열해 보면, ‘북

한 공산 체제의 현실’, ‘공산주의의 본질’, ‘북한공산집단의 도전’

등 체제경쟁적 관점에서 북한에 한 시각을 다루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

지하고 있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등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문교부, 1981: 10-14; 문교부, 1988: 4). 

둘째, 통일안보교육 시기는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북한에 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통일의 상 로서 북한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

고 있다는 점에서 반공교육과 통일교육 시기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는 “제5차 교육과정 시기로 반공교육보다 강화된 통일의지를 보

여 주었다”(박찬석, 2006: 47).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정

함으로써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반공보다는 북쪽 동포

에 한 친 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조휘제, 2011: 35). 제5차 교육

과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토 분단의 비극 및 북한 공산 집단의 도발과 북한의 현실을 바르게 파

악하여, 한민국의 우월성을 깨닫고, 민주적 평화 통일의 신념을 가지게 한

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현실 문제를 깨닫고, 민주적 평화 통일

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공산주의의 본질과 공산사회의 현실

을 비판하고, 민주사회의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 평화 통일과 자유민

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문교부, 1987: 

154-155).

제5차 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과 달라진 것은 ‘민주적 평화 통

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현실 문제 인식’등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체제 경쟁적 관점에서 

‘북한 공산 집단의 도발’, ‘ 한민국의 우월성’, ‘공산사회의 현실 

비판’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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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통일교육 시기는 통일안보교육에서 발생하는 이중적인 북한 

인식을 결합시키지 못한 것에 한 안 단계로 이해된다”(박찬석, 

2006: 47-48). 즉 이전 단계인 통일안보교육 시기에 통일과 안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강조되면서 과거 반공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안보

에 한 강조와 냉전 해체로 상징되는 시  변화를 반영한 통일에 한 

강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현실성이 부족했다. 통일교육 시기로 분

류되는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통일교육의 목표는 이전의 교

육과정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중학교 도덕과와 고등학교 윤

리과의 통일교육 목표는 <표 1>과 같이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지도방

향을 통해 알 수 있다(교육부, 1994: 74; 교육부, 1995: 79-86). 

 

학년 목       표

중학교

1학년

도덕

국가와 민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을 밝혀 봄으로써, 국가·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중학교

2학년

도덕

민족 분단의 현실과 통일 과제를 알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

요성, 북한의 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민족 통일의 당면 과제 

등을 연구하며, 통일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

3학년

도덕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국가의 실현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를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등

학교

윤리

◦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관을 형성하

게 한다. 

◦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

상을 이해하고, 통일 과업의 달성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를 기르게 한다.

<표 1> 제6차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 지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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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도덕과 통일교육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등장하

던‘북한 공산 집단의 도발’, ‘ 한민국의 우월성’, ‘공산사회의 현

실 비판’등 냉전적이고 결적 내용보다‘민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

다. ‘민족 분단의 현실에 한 이해’에 바탕을 둔 통일의 필요성 논의

가 제시되고 ‘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한의 통일

정책을 비교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여러 차례 개

정을 거듭하면서 시기별 내용 배치 순서를 달리하거나 시수 감축에 따른 

내용이 축소되었다. 학교통일교육의 중요한 주제였던 민족 동질성에 

한 강조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체적으로 통일교육 시기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분단의 역사와 현실에 한 이해’, ‘통일 필

요성에 한 이해’, ‘북한 사회에 한 이해’, ‘통일을 위한 노력’ 

등 주제에서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단현실과 통일 필요

성 인식

◦평화 통일의 당위성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

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

일한국의 모습

<표 2> 제7차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경우 <표 2>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분단현

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평화 통일의 당위성’,  ‘통일 국가의 미래

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등을, 중학교에서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고등학교에서 ‘민족 분단의 원

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

영과 통일한국의 모습’등을 다루고 있다(교육부, 1997B: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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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북한 주민과 민족애

◦민족과 윤리

<표 3> 2007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2007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의 목표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통일의 필요

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우리

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교육인적자원부, 2007B: 96-105) 등을, 중

학교에서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북한 주민과 민족애’(교육

인적자원부, 2007A: 11) 등을 다루었다. 고등학교 현  생활과 윤리에

서는 ‘지구촌 시  민족의 정체성 문제와 민족 통합 문제의 관련성’, 

‘국방의 의무에 한 자신과 국가의 관점 비교(병역 거부 문제 등)’,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 ‘북한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에 따른 제

반 윤리적 문제’ 등을 다루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 40). 

주요 내용 영역을 종합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분단현실 이

해, 통일의 필요성, 북한주민의 삶 이해, 통일정책의 이해, 통일국가의 

미래, 통일을 위한 노력과 의지 등을 주로 다루고 고등학교에서는 민족 

정체성 문제, 국방의 의무와 병역 거부 문제,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문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은 <표 4>와 같다. 초등학

교 도덕과의 통일교육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노력’,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등이었고,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은 ‘분

단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등이었고, 세부 

내용으로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생활에 한 이해를 강조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5-6). 



- 19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노력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분단배경과 통일의 필

요성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민족통합의 윤리적 

과제

<표 4>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과목에 반영된 통일교육 내용은 ‘민족통합의 

윤리적 과제’(교육과학기술부, 2011A: 35)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노력, 바람

직한 통일의 모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북한

에 한 이해와 통일정책에 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내용 영역이 

축소되고 통일에 한 관점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과 정부 차원의 통일교육은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체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기별로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통일교육에서의 전반적인 강조점에 

해 통일교육 시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보훈처가 중심이 되어 재단법인을 만들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예비군 훈련이나 공공기관을 상으로 ‘정치편향’

의 안보교육을 실시해왔음이 폭로되었다(서영지, 2017). 도덕과 교육과

정 수정을 위한 시도도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새 도덕 

교과서에서 ‘평화교육’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필기

준을 바꿔 집필자들과 출판사에 보냈다. 기존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 집

필기준에서 ‘평화의 가치와 갈등 해결 태도 및 기술을 중심으로 평화교

육을 통일교육에 접목시킨다’는 등의 내용을 삭제한 집필기준 수정안을 

출판사 등에 보냈다”(김소연, 2009)6).

6) 집필기준 수정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되”라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

다. 또 애초 기준에서 ‘새터민’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쓰도록 한 것을 ‘북한이탈주민’으로만 쓰도록 했다. 북한에 한 서술 기

준도 폭 수정됐다. 애초 집필기준에는 “남북한 간 체제의 차이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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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변화는 학교교육 방향을 감독하고 있는 교육청의 기본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 시기 서울시교육청이 안보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의 일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함양을 위해 3월 새 

학기부터 안보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

일 밝혔다. 기존 통일교육의 목표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만 치우쳐 있어 학

생들의 안보의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시교육

청은 평화전망 , 강화도 전적지 등에 한 현장 체험학습과 교사 연수 등 안

보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 중략 …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북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 통일

부는 지난해 5월 통일교육 기본지침을 만들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과 ‘북한에 한 객관적 이해’를 학교 통일교육 과제로 새롭게 설정했다(김

이삭, 2009). 

통일교육지침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지침서 내용체계 중에서 통일문제의 이해 영역의 변화를 <표 5>

를 통해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통일문제의 성격, 분

단의 배경과 폐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 

5개 세부내용(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23-32)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의 경우 통일문제의 성격, 분단의 배경, 분단

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국가

의 미래상 등 7가지 세부내용 요소로 구성되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A: 29-39). 참여 정부 시기 강조되었던 ‘통일의 과정’이 삭제되

우월성”을 구분하고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

나치게 부각하기보다는 긍정적 측면도 포함해 균형 있게 기술”하며, “북

한의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 체제를 구성한다”

고 돼 있었으나, 이런 목이 부분 삭제됐다. 신 수정안은 “남북한 간 

차이와 북한 사회에 해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균형적으로 기술”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통일환경의 변화에 해 진술하고, 통일 비 과제

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도록 했다. 김일성 항일무장투쟁과 주체사

상의 경우 애초 기준에서는 역사적 증거 자료가 확인되면 언급할 수 있게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아예 다루지 못하게 했다(김소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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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에는 ‘ 한민국의 

발전과 통일 역량’을 추가하였다. 이 영역과 관련한 지도방향으로 “

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해 발전했음을 이해시킨

다. 한민국이 이루어낸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한 자부심을 간직하도

록 한다. 한민국의 발전은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역량이 된다는 점

을 인식하도록 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30)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게 된 배경으로 북한에 

한 남한의 체제 우위적 관점의 강화, 박정희 통령 시기 경제발전에 

한 강조 등 정부 차원의 강조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  분
2007 

통일교육지침서

2012 

통일교육지침서

2016 

통일교육지침서

정부 시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통일문제의 

이해 영역

내용 요소 

◦통일문제의 성격

◦분단의 배경과 폐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문제의 성격

◦분단의 배경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문제의 성격

◦분단의 배경

◦분단의 폐해

◦ 한민국의 발전

과 통일 역량

◦통일의 필요성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국가의 미래상

<표 5> 정부 정책 변화와 통일교육지침서 변화 사례

박찬석(2017)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교육이 반공을 배우는 교화적 측

면이 강했고, 북한사회 체제를 반 하는 정서를 갖고 있었으며, 정권의 

통일정책 입장을 변하려는 정부 위주의 교육을 펼치는 한계를 보여 국

가 정체성 함양에 천착하였다고 보고, 통일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남

남갈등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서 표류했으며 

이전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안보 교육으로 변화했다(267-273)고 비판한 

바 있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변화에 비해 해마다 발행되어 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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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적 관리가 가능한 통일교육지침서나 계기교육 지침을 통해 정부 

정책의 영향이 민감하게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학교통일교육은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변화에 따라 반공교육 

시기, 통일안보교육 시기, 통일교육 시기 등으로 그 강조점을 달리하며 

변화해왔는데 이러한 구분은 이전 단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가운데 해당 명칭에 더 많은 강조점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일교육 시기인 1990년  중

반 이후 도덕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단계에서 비교적 일관된 체계를 형성

하며 통일교육 시기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오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교과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지침서, 계기교육 지침 등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강조점이 변화했고, 이는 통일교육 시기보다 안보

교육 또는 통일안보교육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 현황

통일교육은 학교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

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안보교육을 정식명칭으로 사용하였고 제6

차 교육과정 이후 통일교육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교육부, 

1992A: 6;교육부, 1992B: 6;교육부, 1992C: 12). 통일교육은 제6차 교

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총론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되고 강조되어 

왔다7).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제외하면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육과정 

변동을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각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교

과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로 내용 과

다가 전반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과 시간을 통해 범교

과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비교

7)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9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6개, 2007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35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9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제시되었는데 통일교육은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왔

다(교육부, 1992A: 6; 교육부, 1997A: 22; 교육과학기술부, 2008A: 19-20; 

교육부, 2013A: 20; 교육부, 2015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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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동을 통해 통일교육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지 않다. 물론 

일부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시범학교 등에서 학교 프로그램 차원에서 통

일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편적인 학교통일

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으로 보기 어려워 본 논문의 연구 상에서 제외

하였다.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은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

정을 이루는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서들은 모두 학교통일교육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계획된 형식적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본 논문

에서는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최근 자료로 2016 통일교육

지침서와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중

심으로8)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 목표, 교육 내

용, 교수·학습 방법 등의 측면에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9). 

   

1) 학교통일교육의 교육 목표

가. 통일교육지침서

2016 통일교육지침서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의 

정신,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등에 의거하여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한 긍정적 인식과 바

8)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2011년에 학교급별 동시에 초등학교 1, 2학

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되었다(교육

과학기술부, 2011C: 2).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2017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18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

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교육부, 2015D: 5). 
9) 타일러(Tyler, 1949)는 교육과정을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

법, 교육 평가 등으로 체계화하였다(이해명, 2003: 199-200에서 재인용). 

본 논문에서 교육 평가 영역을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학교통일교육에서 교

육 평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 

등 학교통일교육 관련 문서에서 교육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들을 찾

을 수 없기 때문임을 밝힌다. 교육 평가와 관련한 학교통일교육에 한 논

의는 차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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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가져야 하고,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안보역량의 강화가 평화통일

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며, 북한의 실상 등에 해 객관적

으로 이해하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 로 현실적 정책 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

도록 해야 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6-8)는 것이다. 

한편 통일교육의 주안점으로 통일문제에 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한반도 통일시 를 위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자유민주주의 가치

에 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 실상에 한 올바른 이해 등(통일부 통일

교육원, 2016A: 8-11)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2017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올바른 북한관 정립을 통해 통

일에 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7A: 3). 

배경 이념

⇨
목표

⇨
최종 목표

◦ 자유민주주의

◦ 민족공동체의식10)

◦ 미래지향적 통일관

◦ 건전한 안보관

◦ 균형 있는 북한관

통일에 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

<표 6> 통일교육지침서의 목표 체계

10) 황인표(2006)는 통일교육에 하여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주의, 평화주

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삶을 위해 북

한 및 통일 관련 문제에 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이들 문제에 한 

확고한 태도와 실천 의지를 함양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하였다(229). 통일

교육지침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이 특정 이념의 제시로 볼 수 

있는가에 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황인표의 논의에서와 같이 민

족공동체의식은 민족공동체주의 이념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을 이념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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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침서의 목표 체계는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헌법

과 통일교육지원법,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2017 통일교육 기본계획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일관되게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

는 북한관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배경 이념으로 자유민주주

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관, 안보관, 북한관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교육 목표는 다시 ‘통일에 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

한 태도’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통일교육의 변화에 따라 상

이하게 제시되어 왔다. 교육과정 시기별 통일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는 것

이 의미가 있지만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어 현재 적용 

중이거나 적용 예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

난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관련 목표는 성취기준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는데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에

서 “성취기준의 의미는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도덕과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

과 특성을 진술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3).

초등학교 도덕과의 통일교육 성취기준은 남북 분단과정과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학습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적이고 상생적인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통일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를 지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교육부, 2013C: 83). 중학교 

도덕과의 경우 남북 분단의 배경과 현실 및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북

한 주민의 생활을 이해하고, 남북한 모두가 다 함께 잘살기 위한 차원에

서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평화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

고, 통일을 위한 과제 수행 및 통일 한국의 미래상 수립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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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데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38).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교과는 지구촌 시 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 통

합에 한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민족관 및 통일관을 함양

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데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31). 

학교급 

(과목)
성취기준

초등

(도덕)

(3)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노력

도433. 남북 분단의 과정과 분단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통해 통

일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5)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도635. 보편적이고 상생적인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중등

(도덕)

(3) 분단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도933. 남북 분단의 배경과 현실 및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을 바르게 이해하며, 남북한 모두가 다 함께 잘살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4)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도934. 평화 통일을 위해 평화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함을 명확하

게 인식하고, 통일을 위한 과제 수행 및 통일 한국의 미래상 수립

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고등

(생활과

윤리)

(6) 평화와 윤리

 고생61. 국제화 및 세계화 시 의 흐름 속에서 단일 민족의 정체

성과 바람직한 통일 방향에 해 토론함으로써 지구촌 시 의 민

족 정체성과 민족 통합에 한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민족관 및 통일관을 함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표 7>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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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목표는 한마디로 남북 분단의 

과정과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바람직한 민족관, 

통일관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주요하게 강조되어온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올

바른 북한관의 세 측면에서 볼 때 도덕과 교육과정은 분단의 배경과 현

실에 한 논의를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고민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관의 경우 중학교 도덕과에서 북한주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부분적으

로 다루고 있으며, 안보관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그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통일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급별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

육 목표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두 단계에서 분단과정 또는 

분단배경에 한 이해, 분단현실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

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 실천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민족 정체성 문제와 통일

의 방향에 한 개방적인 토론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면서 2009 개정 교

육과정과 달리 교육과정 문서 자체에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취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도덕과의 통일교육 성취기준은 바람직한 통일의 올바른 과

정을 탐구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교육부, 2015C: 14). 중학교 도덕과의 경우 북한과 북한 주

민에 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한 관점을 갖고, 

보편적 가치 추구와 평화 실현을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알고, 바람

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생활과윤리과의 경우 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국가적 노력을 이해하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교육부, 2015C: 22).



- 28 -

학교급 

(과목)
성취기준

초등

(도덕)

도덕적 상상하기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올바른 과정을 탐구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진다.[6도03-03] 

중등

(도덕)

북한과 북한 주민에 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

에 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9도03-06] 

보편적 가치 추구와 평화 실현을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알

고,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기르는 등 

통일윤리의식을 정립할 수 있다.[9도03-07] 

고등

(생활과

윤리)

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쟁점에 

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

적·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12생윤06-02] 

<표 8>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 성취기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목표는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

을 이해하고, 균형 있는 북한관을 견지하며,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예

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하는 것으

로 요약할 수 있다.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통일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 한 균형 있는 이해를 중

학교 도덕과에서 강조한 것은 통일교육지침서의 목표와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안보관의 경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통해 별도

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통일교육지침서의 목표에 비추어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통일 과정과 통일의지와 태도를 중심

으로 한 통일관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균형 있는 북한관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 한 통일관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통일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강

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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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영역 2009 개정(학교급) 2015 개정(학교급)

통일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 이해(초, 중)

통일을 위한 노력(초)

보편적 가치 추구 및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 

필요성(중)

통일된 미래 바람직한 통일 모습(초, 중, 고) 바람직한 통일 상상(초)

통일 노력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초, 중)

통일의 올바른 과정(초)

의지와 태도(초)

남북한 화해를 위한 

노력(고)

분단과정과 

현실

분단의 배경(초, 중)

분단의 현실(초, 중)

북한이해 북한주민의 생활 이해(중)
북한과 북한주민에 한 

객관적 이해(중)

민족에 한 

관점 
바람직한 민족관(고)

통일문제 쟁점 다양한 쟁점 이해(고)

<표 9> 주제 영역별 도덕과 통일교육 목표 체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도덕과 통일교

육의 목표는 <표 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통일에 한 관점을 주요

하게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전제한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 이해, 통일 한국의 미래, 통일을 위한 노력, 분단과정과 현실 이

해, 북한이해, 민족 및 통일문제에 한 관점 갖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분단의 과정과 현실에 한 내용이 빠졌고, 

민족에 한 관점을 포괄하여 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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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통일교육의 교육 내용

가. 통일교육지침서

2016 통일교육지침서 Part2에서는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주요내용은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통일부 통일교

육원, 2016A: 26-70). 내용 체계는 <표 10>과 같다. 

영역 내용 요소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문제의 성격, 분단의 배경, 분단의 폐해, 한민국의 발

전과 통일의 역량, 통일의 필요성,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이해
북한에 한 인식, 북한의 정치와 외교, 북한의 군사 및 핵

개발, 북한의 경제, 북한의 사회·문화

통일환경의 

이해
국제정세의 변화, 통일환경 변화에 한 응

통일정책
우리의 통일방안, 역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박근혜 정부

의 통일· 북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통일미래 비전에 한 국민적 공감  확산, 자유민주주의 가

치와 민주시민 의식 성숙,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가안보 

역량,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추진,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보

<표 10>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 내용 체계

통일문제의 이해 영역에서는 통일문제의 성격, 분단의 배경, 분단의 

폐해, 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의 역량, 통일의 필요성, 통일비용과 편

익,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 8가지 세부내용 요소를 제

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13 통일교육지침서에서부터 일관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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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왔다.

북한이해 영역에서는  북한에 한 인식, 북한의 정치와 외교, 북한

의 군사 및 핵개발, 북한의 경제, 북한의 사회·문화 등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40-54). 이러한 세부 내용은 

2011 통일교육지침서에서부터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왔는데 2010년과 

달라진 것은 ‘북한의 군사’가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로 변화되었

다는 것이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32-46).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 

반복되는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환경의 이해 영역에서는 <표 11>과 같이‘국제정세의 변화’, 

‘통일환경 변화에 한 응’을 제시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55-57).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국

제정세의 변화,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로 제시(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53-57)되어 있다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구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11) 2004 통일교육지침서에서 ‘통일환경의 이해’ 영역은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한 국력 격차의 심화’,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등 3개 요소로 구

성되어 있었으나 2005 통일교육지침서부터 <표 11>과 같이 변화하였다. 

12) 2015년에는 통일교육지침서가 발행되지 않았다. 한편 2009년 통일교육지침

서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 이전해와 이듬해의 

내용체계가 같음을 고려해볼 때 같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발행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11)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12)

통일환경

의 이해 

◦국제정세의 변화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국제정세의 변화

◦통일환경 변화에 한 응

<표 11> 정권 교체와 통일교육지침서 내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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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통일교육지침서는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및 국제 안보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시키고”(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55) “주어진 통일 환경을 능

동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함을 이해시킬 것”(통일부 통일

교육원, 2007: 57)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16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량살상무기 개발·보유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장애요인임을 이해시킨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55)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통일환경에 한 이해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을 부정적 환경 조성의 주체로서 강조하고 

있다. 

통일정책 영역에서는 우리의 통일방안, 역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박근혜 정부의 통일· 북정책 등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58-66). 통일을 위한 과제 영역에서는 통일미래 비

전에 한 국민적 공감  확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시민 의식 성

숙,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가안보 역량,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

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추진,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67-70).  

통일교육지침서의 통일교육 내용에 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침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내용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교육지

침서가 통일교육의 여러 영역을 포괄해야 함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더라도 

‘학교용’으로 제시되는 지침서에서 모든 내용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에 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13)가 미비한 상황을 고려하면 통일교육지침서가 단

13) 2015 개정 학교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는데 

교과 수업은 해당 교과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지침

서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실시해야할 범교과 학습 주제로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

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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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징적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교육 적용과 효과를 기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통일교육지침서 상의 통일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

을 다루고 있어 학교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침서와 교사의 

거리는 멀고 지침서의 내용과 학생의 만남을 상상하기 어렵다. 통일교육

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학교통일교육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해서는 막연하게 

다가온다. 

셋째, 통일교육지침서의 통일교육 내용은 학생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에 치우쳐 기술되고 있다. 학습자의 입장

에서 분단, 통일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한민국 발전과 연관 지어 생

각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오히려 자신의 삶에 기

반 해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닌지, 더 나아가 통

일정책을 학생들이 배워야 할 이유가 있을지 등에 해 성찰이 필요하

다. 통일교육지침서를 보면 마치 통일교육 전문 강사를 교육함에 있어 

참고하기에도 난해한 문서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넷째, 통일교육지침서에 제시된 목표에 비추어볼 때 내용이 갖는 비

일관성의 문제이다. 통일교육지침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

관, 올바른 북한관이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5개 내용 영역 

중에서 4개는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

한 과제 등 핵심 주제가 통일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북한이해

로 북한에 한 관점에 한 것이다. 안보관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언급

한 내용 요소는 없다.

교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해야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내용으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등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교

육지침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한혜정 외, 2015: 1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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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덕과 교육과정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내용이 포함된 과목은 초·

중학교 공통교육과정의 도덕 과목과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인 생활과윤

리 과목이다. 통일교육 내용 체계는 <표 12>와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12, 24, 43). 

학교급 학년 과목명 내용요소 세부 내용 

초등

학교

3·4

학년

중 

1개

학년

도덕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노력

① 남북 분단의 과정과 민족의 아픔 및 

통일의 필요성(분단 비용 등)

②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③ 통일을 위한 방법(튼튼한 안보, 남북

협력과 평화 등)과 통일을 위해 노

력하는 자세

5·6

학년

중 

1개

학년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① 우리 각자의 통일 노력에 한 반성과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 및 방법

②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이후의 문제에 한 비

③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과 실천 방안

중학교

1~3

학년

중 

1개

학년

도덕

분단배경

과

통일의 

필요성

① 남북 분단의 배경과 이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

②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주

민의 생활

③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①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②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과 통일을 위한 

과제

③ 통일 한국의 미래상

고등

학교

1~3

학년

중 

1개

학년

생활과

윤리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

① 지구촌 시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민족 통합 문제의 관련성

②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

③ 북한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에 따

른 제반 윤리적 문제

<표 12>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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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도덕의 경우 3, 4학년에 한번, 5, 6학년에 한번 각각 한 

개의 중단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룬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년 

중 두 권의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 도덕 수업에서 한 교과서에만 배치해 

놓았다. 중학교 1∼3학년의 내용 체계를 ‘일반 수준’과 ‘심화 수준’

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는데 통일교육 관련 단원은 ‘일반 수준’에 중

단원 2개를 배치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6). 통일교육 내용의 

핵심은 통일이 필요하고 그러한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라는 2

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분단과정, 분단현실, 북한 주민의 삶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튼튼한 안보와 평화적 

교류협력 등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고전과

윤리 등 4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통일교육 내용이 포

함된 교과목은 도덕과 생활과윤리이다. 도덕과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는 

<표 13>과 같다(교육부, 2015C: 6-22).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덕의 경우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으며 핵심 가치는 ‘정의’이다. 2009 개정 교육과

정과 달리 ‘바람직한 통일관’과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를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소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바람

직한 통일 방법, 북한이해 등으로 요약된다. 초등학교에서는 통일에 

한 관점을 주로 다루고, 중학교에서는 북한에 한 관점과 통일에 한 

관점을 함께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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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학

년

영

역

핵심

가치

일반

화된 

지식

내용요소

초등

학교

3

·

4

학

년

사

회

·

공

동

체

와

의 

관

계

정의

바람

직한 

통일

관

○ 통일은 왜 필요할까?(통일의지, 애국심)

①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이며, 통일

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나라사랑을 위한 실

천 의지를 기를 수 있을까?

②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하는 것이 왜 중요하

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통일 의지를 기를 

수 있을까?

5

·

6

학

년

○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

   (통일의지)

① 통일의 과정과 방법, 통일의 미래상은 무

엇이며, 통일에 한 도덕적 민감성을 어

떻게 기를 수 있을까?

②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며,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

떤 것이 있을까?

중학교 

1~

3

학

년

중 

1

개

학

년

평화

통일

실현

에 

기여

○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북한이해)

①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②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③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는 무엇인가? 

○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통일윤리의식)

①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통일은 왜 필요한가? 

② 통일 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야 할까?

③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

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표 13>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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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학년 영역
핵심

가치
학습요소 내용요소

고등

학교

1~3

학년

중 

1개

학년

평화

와 

공존

의 

윤리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보편적 가치, 평화

의 가치, 통일 비

용과 분단 비용, 

남북한의 갈등, 국

제 질서 및 평화, 

남북 화해 및 평화

를 위한 실천 방

안, 독일 통일의 

사례

2. 민족 통합의 윤리 

: 통일이 지향해야 할 윤

리적 가치는 무엇인가? 

① 통일문제를 둘러싼 쟁점 

②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 

<표 14> 2015 개정 교육과정 생활과윤리과 통일교육 내용 체계

고등학교 생활과윤리과의 경우 <표 14>와 같이 ‘평화와 공존의 윤

리’ 단원에서 통일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핵심 가치는 ‘성실, 배

려, 정의, 책임’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C: 38). 주요 학

습요소로 보편적 가치, 평화의 가치,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남북한의 

갈등, 국제 질서 및 평화, 남북 화해 및 평화를 위한 실천 방안, 독일 

통일의 사례(교육부, 2015C: 22)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통일의 지향 가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과정과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중학교 도덕

과에 필요한 기능으로 ‘통일윤리의식 형성능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하기,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하기 등을 

기술하고 있다(교육부, 2015C: 8). 이는 통일교육지침서에서 통일교육 

목표로 강조했던 ‘균형 있는 북한관’, ‘미래지향적 통일관’ 등이 초

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 이

해된다. 하지만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통일문제에 한 보편적 가

치의 관점과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배경 이념으로 제시된 ‘자유민주주

의’와 ‘민족공동체의식’에 한 강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에 해서는 의문이 남는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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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체계를 비교해보면 <표 15>와 같다. 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

고 있는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필요성에 한 강조이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서는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루

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에 한 이해를 다루

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에

서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한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만 다루고 있다. 셋째, 통일 방법을 내용 요소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 중, 고에서 이 주제를 일관되게 다룬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만 다루고 있다. 넷째, 통

일을 위한 노력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다룬 반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일부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초등

학교와 중학교에서 두 교육과정 모두 통일 한국의 미래에 해 다루도록 

하고 있다. 

14) 통일교육지침서에서 통일교육의 정의는 “자유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

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

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6)이

다. 이 개념 정의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로 자유민주주의

와 민족공동체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배경 이념을 전제한 통일교육

은 같은 지침서 내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통

일교육지침서는 ‘합리적 토론, 민주적 절차, 화와 토의의 문화 정착, 학

습자들을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는 교수 기법’(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2-14)을 교수·학습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토론의 결과 중 하

나일 수 있는 이념을 전면에 제시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뿐만 아

니라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할 교사들이 배경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지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게 되면 통일교육은 다소 억지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통일교육의 배경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지향점에 한 

뚜렷한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지만, 실제 교육 과정

에서 이러한 이념은 활발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다문화시 의 가치와 충

돌하는 등 보편적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목표를 폐

쇄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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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영역 2009 개정 2015 개정

분단과정

과 현실

◦ 남북 분단의 과정(초)

◦ 남북 분단의 배경(중)

◦ 우리 민족의 아픔(초, 중)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필요성(분단 비용 등)(초)

◦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중)

◦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초, 중)

◦ 통일에 한 도덕적 민감성(초)

◦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고)

나라 

사랑
◦ 나라사랑을 위한 실천 의지(초)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 

이해

◦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초)

◦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중)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과 통일

을 위한 과제(중)

◦ 북한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

에 따른 제반 윤리적 문제(고)

◦ 북한이해(중)

◦ 북한 주민들의 삶(중)

◦ 북한 주민에 한 관점(중)

통일의 

방법

◦ 통일을 위한 방법(튼튼한 안

보, 남북협력과 평화 등)(초)

◦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 및 방법(초)

◦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중)

◦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고)

◦ 통일의 과정과 방법(초)

통일을 

위한 

노력

◦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초)

◦ 각자의 통일 노력에 한 반성(초)

◦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과 

실천 방안(초)

◦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자세(중)

통일 

한국의 

미래

◦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초)

◦ 통일 한국의 미래상(중)

◦ 통일 이후의 문제에 한 비(초)

◦ 통일의 미래상(초) 

◦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모습(중)

민족 

정체성과 

통일

◦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민족 

통합 문제의 관련성(고)

통일문제 

쟁점
◦ 통일문제를 둘러싼 쟁점(고) 

<표 15>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 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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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내용의 차이

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분단의 과정과 배경, 분

단의 현실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룬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관련 언급이 없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라사랑에 한 

실천의지를 새롭게 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민족 통합 문제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일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고등학교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쟁점 속에

서 민족 정체성과 민족 통합 문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논의 주제를 보

다 확 한 것으로 해석된다. 

3) 학교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2016 통일교육지침서, 교육부의 학교통일·안보

교육 가이드라인과 2009 개정 및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통일교육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자료 선정 및 활용에서의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하

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문제에 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

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함”(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1)을 강조한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서도 “교과용 도서 또는 공신력과 객관성이 있는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

는 자료를 활용”(교육부, 2016: 18)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교육부 가

이드라인에서는 외부 강사 활용에 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 담당자는 강사로부터 강의계획서 및 강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

아, 학교 통일·안보교육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 점

검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와 협의하여 내용의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교육부, 2016: 15-16)고 되어 있다. 

둘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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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야”(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2)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자 집단의 연령, 학력, 직능, 성

별에 따라 적절한 교수 내용을 선정하고 적합한 교수 기법을 구사할 필

요가 있음”(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2-13)을 강조한다. 교육부 가

이드라인에서도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자극적,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

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유의”(교육부, 2016: 15-16)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윤리교과에서는 “학생들의 인

지적·도덕적 발달수준에 부합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하고, 목표와 

내용에 따라 특색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사”(교육과학기술부, 

2011A: 44)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5 개정 도덕과 교

육과정 도덕 교과에서도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교육

부, 2015C: 26)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쟁점이나 사례 중심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에

서는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

하는 교육기법은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3)고 본다.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

정 생활과윤리교과에서는 “윤리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해 분석하

고, 실제 문제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윤리 이론 또는 관점들을 검

토”(교육과학기술부, 2011A: 44)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적인 서술을 발견할 수 있다. 외부 강사에 한 

서약서 예시자료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민감한 사안에 해 일

체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16: 18). 

넷째, 다양한 참여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일방향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열린 화와 토의 과정을 통해 이

루어져야 함”(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2)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

러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는 에듀테인먼트형 통일교육, 

과제분담학습, 보상중심 협동학습 등 다양한 통일교육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3-15).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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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토론, 과제 수행, 시청각 교재 활용, 현장 체험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체험·참여 중심의 학교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2016: 15)고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생

활과윤리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탐구 활동 및 자율적인 판단의 

경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에 부합하

는 타당한 방법을 활용하며,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매체를 적용”(교육

과학기술부, 2011A: 43)할 것을 제안한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 교과에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

하지 않지만, 교수·학습 방향에서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한 아

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내용에 따라 개념 학습, 주제 학습, 탐

구 학습, 토론 학습, 논술 학습, 협동 학습, 봉사 학습, 역할놀이 학습, 

정보 통신 기술 활용 학습, 문제 중심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을 활용하고, 발표, 실천·체험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연계하여 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C: 26-27). 

3.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이 지닌 한계 

1) 하향식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정부 정책과 접한 관련 속에 변화해

왔다. 분단 문제가 국가와 민족의 위기와 직결된 문제였던 만큼 학교통

일교육에 한 정부 차원의 관리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통일

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단이라는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기보다는 정권유지

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박광득, 2013: 120). 오랜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독립 국가를 이루기 전에 강 국에 의해 원하지 않은 

분단을 맞이하고 이후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상호 적 적인 결을 지속

해온 한국의 현 사를 고려해보면 학교통일교육이 정부의 정책과 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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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에서 계획되고 적용되어 온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과 국가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호 존중과 인정을 통해 

통일을 이루자는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교육적으로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설 자리가 없었음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러

한 여건 속에서 “정권 교체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일교육 방향에 하

여 옹호하거나 반 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가 통일교육체계의 자

기생산과 자기관찰을 주도하면서 교육체계의 고유한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정용민, 2014: ⅶ). 결국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남북한 간에 가능한 통일방안에 조응할 수밖에 없었고 통일교육이 기

존의 통일방안의 기조를 넘어서서 통일문제에 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 적 자율성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율성은 어

디까지나 상 적”(함택영·구갑우·김용복·이향규, 2003: 46)일 수밖

에 없었다. 

정용길(2003)은 한국의 통일교육이 사실상 통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서도 독일의 정치교육처럼 포장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에 의해 획

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정부시책의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

이 있어 그 성과가 매우 의심스럽다(310)고 말한다. 정부 주도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또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은 “정치적 

환경과 접하게 진행되어서 지속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황인

표, 2005: 188). 

교육과정 구성의 폭과 깊이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학교교육과정이 정부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일반적이

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에 한 논의는 다른 교육 주제에 비해 정부 정

책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크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되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하향식 편성 경향을 보인 학교통일교육의 현실이 갖는 한계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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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 국가교육과정에서 명시적

으로 나타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단

위의 기본 지침과 수업 내용과 방법 제시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세세하

게 이뤄지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의 

측면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의 영향을 받아왔다. “교

사들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과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통일

교육지침에 따라서 북한에 한 내용을 가르친다. 이와 다른 이야기를 

교실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박성춘·이슬기, 2016: 7). 통일교육

원에서는 통일교육지침서나 ‘북한이해’, ‘통일문제 이해’ 등의 책자 

제작 보급, 영상교육자료 제작 보급, 실제 학교 현장 교육, 시도 통일교

육 담당자 상 워크숍 기획 진행 등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전반의 일

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하여 그동안 학교통일교육이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방향성이 모호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에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돕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정책이 자

주 바뀌고 그에 따라 학교통일교육에 한 변화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의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07년 통일교

육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에 의해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에 도입하기 위

한 시도가 있었다(황인표, 2014: 22). 그러나 정권 교체이후 평화교육

을 학교통일교육에 접목하기 위한 통일교육원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노

력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통

일교육 논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국가 주도의 하향식 교육과정 편성은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

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

정이라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침서를 통해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을 제

시할 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실제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직접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을 주도

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에도 정부의 관심과 우려가 반영된다. 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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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이슬기(2016)에 의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도덕

과 교과서는 11개 주제 영역으로 나뉘어서 제시된 91개의 기준에 따라서 

집필되었는데,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1개 주제당 8개 가량의 집필 기준이 

제시되겠지만, 통일교육 영역의 집필 기준은 20개가 제시되었다. 통일교

육의 집필 기준이 다른 어떤 주제 영역보다 상세하다는 것은 통일교육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것

을 보여준다(144). 

교육부의‘학교 통일·안보교육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외부 강사 활용에 한 가이드라인도 제

시하고 있는데 학교 담당자가 강의계획서 및 강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아 사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와 협의하여 내용의 수정·삭제 

등을 할 수 있으며, 외부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이 포함된 강사 수

칙을 마련하고, 강사 수칙이 포함된 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6: 15-16). 이러한 관행은 학교통일교육에 한 교사들의 관심을 반

감시키고 자발적으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둘째, 하향식 교육과정 편성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등의 흐름에서 통일교육

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기본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은 일정 정도 필요했을지라도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인터넷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 에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책임

지는 형태는 시  변화와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적이지 못하다. 가령 현

행 법규범 체계 내에서 교사들은 통일교육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 북한에 한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상

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 

등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영역과 주제에 

비해 통일교육 관련 자료에 한 실질적인 제한조치는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과정 편성 논의는 남한 중심의 학교통

일교육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한 중심적 통일논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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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상 로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에서 평화공존, 남북교류협력, 나아가 평화적 통일이라는 담론은 설자리

가 없다. 오히려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일치하는 학교통일교육은 

‘적’으로서 북한을 설정하고, ‘안보’ 중심의 ‘흡수통일교육’이 논

리적으로 더 타당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에서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표명되고 있지 않다. 

넷째, 하향식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부의 

당위적 입장을 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학생들의 실제 삶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민족사적 당위성, 사회·경제

적 측면에서의 당위성, 정치·안보적 측면에서의 당위성, 미래 발전적 

측면에서의 당위성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잘못을 범

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통일에 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으로 상정하여 왔다. 통일에 한 관련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임을 간과했던 것이다”(추병완 외, 

2002: 5). 또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다른 의견을 내거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되어 왔다.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거나 개인의 의

견을 들어본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박성춘·이슬기, 2016: 149). 

이처럼 당위를 강조하게 되면 반 하는 입장이나 다른 관점을 허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그 당위가 국민 다수의 현실적 필요

에 의해 느껴진 당위가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인위적으로 하달된 당위

이기에 설득력이 없다”(추병완 외, 2002: 4). 학생에 한 이러한 관

점은 학교통일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훼손한다. 더욱이 오늘날 학교교육

이 학생활동 중심 수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수업에 한 학생들의 흥미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적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치

관 자체를 부정하는 가운데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한 수업은 학생들을 설

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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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박성춘·이슬기, 2016: 145). 통일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학습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

법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서술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분단, 북한, 통일에 해 소박한 형태

의 선이해와 감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그러한 선이해나 

감정의 순수성의 자유를 존중해 주면서도, 보다 객관적 이해에 기초를 

둔 통일 의지 함양에 주력해야 한다”(추병완 외, 2002: 5).

2) 교육과정 영역별 일관성 결여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은 그 성격과 위상, 내용 범위가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통일교육지침서와 정합성을 띠고 있

어야 학교통일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영역

별 핵심 가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 항에서는 교육과정 영역별 일관

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육 목표의 일관성 결여

통일교육지침서에 제시된 교육 목표는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 통일

부 통일교육원의 2017 통일교육 기본계획 등과 맥을 같이 한다. 미래지

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을 일반 목표로 강조하고 

배경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

관, 안보관, 북한관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통해 최종적인 목표는 “통일

에 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도덕과 통일교육의 목표는 통일에 한 관점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

다. 통일의 필요성을 전제한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 이해, 통일 한국의 

미래, 통일을 위한 노력, 분단과정과 현실 이해, 북한이해, 민족 및 통

일문제에 한 관점에 한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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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일교육지침서 도덕과 교육과정

배경 

이념

◦ 자유민주주의

◦ 민족공동체의식

목표

◦ 미래지향적 통일관

◦ 건전한 안보관

◦ 균형 있는 북한관

◦ 바람직한 통일 모습

◦ 분단과정과 현실 이해 

◦ 북한과 북한주민생활 이해 

◦ 민족정체성, 통일문제 쟁점 이해

최종 

목표

◦ 통일에 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

◦ 통일의 필요성 이해 

◦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표 16>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목표 비교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 목표는 <표 16>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다. 공통점으로 첫째,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한 논의는 토의의 주제라기보다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통일문제 및 민족 정체성에 한 관점을 쟁점으로 다루도록 함으로

써 비교적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

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의 미래지향적 통일관과 도

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람직한 통일 모습에 한 목표는 통

일된 미래를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

다. 셋째, 북한에 한 이해에 있어 균형 있는 관점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다. 다만 통일교육지침서에서 균형 있는 북한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세 가지 범주의 목표에 해당할 만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만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상 적으로 비중이 적다.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 목표에서 차별성도 발견된다. 첫

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목표 진술에서 

통일문제에 한 다양한 쟁점을 탐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

분적으로 통일을 당위와 필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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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둘째, 북한에 한 이해를 도덕과 교육과정에

서는 상 적으로 적은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지침서

는 배경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도덕과 교육과정은 그러한 이념

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지침서는 건전한 안보관을 통일

교육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도덕과 교육과정은 안보관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분단의 과정과 분단의 현실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통일 필요성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과정 상의 목표 진술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분단

의 과정, 분단의 현실, 보편적이고 상생적인 통일의 의미”(교육부, 

2013B: 65)를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을 탐구

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교육부, 2015C: 14)를 가질 수 있

는가? 한편 도덕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목표 제시에 있어 

수준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관련하여 통일교육지침서는 현실 적

용에 있어 더욱 난감해 진다.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에 한 강

조를 전제로 통일교육의 목표를 안보관으로 확장시켜놓았다. 통일교육지

침서와 도덕과의 통일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한 지침서라고 하기에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정상에서 완결성을 갖춘 교육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의도가 앞선 가운데 학생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학교급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로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학

생의 삶의 관점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통일의 필요성은 부수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분

단의 배경과 역사에 한 이해를 통해 분단의 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전된 수업이 가능

하다면 통일의 필요성에 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인 목표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목표의 설정은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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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전제한 가운데 실시된 그동안의 학교통일교육이 출발선에서부

터 학생들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논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을 제거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각자의 삶에서 분단과 통일문제를 사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수업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나. 교육 내용의 일관성 결여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전반적인 특징으로 도덕과 교육과정에 비해 통일교육지침서

의 내용이 내용의 폭이 광범위하고 더 전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구

체적으로 내용요소에서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문서 

모두 분단의 과정과 현실을 다루고 있다. 분단의 배경과 분단의 폐해를 

다룸으로써 분단현실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통일의 필요성을 중요한 내

용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에 한 도덕적 민감

성,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 등을 다루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해를 위한 내용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넷째, 통

일의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두 문서 모두 교류

와 협력의 필요함을 공통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통일을 위한 노

력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두 문서 모두 통일 한국의 미

래를 다루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국가의 미래

상 등을, 도덕과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통일 이후의 

문제에 한 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째, 두 문서 모두 통일문제

의 성격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문제의 성격을, 

도덕과 교육과정은 통일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2016 통일교육지침서와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15 개정 도덕

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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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영역 통일교육지침서 도덕과 교육과정 

분단과정

과 현실

◦ 분단의 배경

◦ 분단의 폐해

◦ 분단의 배경과 과정

◦ 우리 민족의 아픔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필요성

◦ 통일비용과 편익

◦ 통일의 필요성

◦ 통일에 한 도덕적 민감성

◦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

북한이해

◦ 북한에 한 인식

◦ 북한의 정치와 외교

◦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

◦ 북한의 경제

◦ 북한의 사회·문화

◦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 이해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이해 

통일의 

방법

◦ 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의 역량

◦ 교류협력의 추진

◦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보

◦ 나라사랑을 위한 실천 의지

◦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 및 방법

◦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

통일을 

위한 노력

◦ 통일미래 비전에 한 국민

적 공감  확산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

시민 의식 성숙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

가안보 역량

◦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자세

통일정책

◦ 우리의 통일방안

◦ 역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 박근혜 정부의 통일· 북정책

통일 

한국의 

미래

◦ 통일의 기본구상

◦ 통일국가의 미래상

◦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 통일 이후의 문제에 한 비

민족 

정체성과 

통일

◦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민족 

통합 문제의 관련성(고)

통일문제

이해
◦ 통일문제의 성격 ◦ 통일문제를 둘러싼 쟁점(고) 

통일환경

의 이해

◦ 국제정세의 변화

◦ 통일환경 변화에 한 응

<표 17>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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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이해를 위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통일교육지

침서가 북한의 정치와 외교, 군사 및 핵개발,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

적 영역에 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 반면, 도덕과 교육과정의 경우 보편

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등 사람

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둘째, 통일의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지

침서는 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의 역량,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보 

등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도덕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입장에서 나라사랑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 비용의 의

미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

고 있지만, 통일교육지침서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국가안보 역량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도덕과 교

육과정은 세계평화를 강조하면서 개개인의 통일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

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지침서는 우리의 통일방안, 역  정부의 평화통

일 노력, 박근혜 정부의 통일· 북정책 등 통일정책을 가르칠 것을 제

시하고 있는 반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

다. 다섯째,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민족 정체성에 한 논의가 통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다루도록 하고 있는 반면,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여섯째, 통일교육지침서가 국제정세의 

변화, 통일환경 변화에 한 응 등 통일환경에 한 이해를 다룰 것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도덕과 교육과정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다. 교수·학습 방법의 일관성 결여

학교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

과 교육과정 등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것과 쟁점이나 사례 중심 접

근을 하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할 것

을 제시한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이름으로 진행된 여러 활동의 부작용을 

인식하면서 교육부의 통일·안보교육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일교육 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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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사전 검토 후 수정·삭제 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민감

한 현안을 일체 언급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기도 한다. 통일부

와 교육부의 학교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추

병완(2002)은 그동안의 통일교육이 주요 과제로서 민주 시민적 자질을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행동하는 민주시민의 육성보다는 정부나 교

과서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비판한다. 

통일문제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회의하거나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는 것으로 신성화됨으로써,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자율적 판단력과 비판

적 성찰력의 발달을 저해하였다(추병완 외, 2002: 5)는 것이다.

한편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북한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북한에 한 단편적인 이야기는 북한의 타자

화와 통일 무관심을 초래했다”(박성춘·이슬기, 2016: 7). 북한에 

해 균형 있고, 객관적인, 있는 그 로의 사실을 전달하도록 교육과정은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에 한 정보 접근은 매우 어렵고 그러한 정

보를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토론의 상으로 삼기에는 사회적·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사들은 북한에 

한 이중적 관점,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보문제, 일관적이지 않은 통일

정책 등을 비판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의 부담감으로 인하여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박성춘·이슬기, 2016: 146). 교과서를 벗

어나 교사의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소극적이며 공인된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과정에 제시된 방법은 부분적으로 쟁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하고 

암묵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지향점을 지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과정 속의 통일문제는 ‘윤리적 과제’이자, ‘통일의 필요성과 북

한을 올바로 인식해야’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해야’하며, ‘발

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

식은 방향성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다소 거

리가 멀다. 학생들은 이산가족이나 분단을 직접 경험한 세 와 달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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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의무로 여길 만한 삶의 경험이 없다. 오히려 ‘통일’, ‘북한’ 

등의 이슈에 해 극단적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학교통일교육 

관련 교과 및 비교과에서 다루는 핵심적 지도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방법적 측면에

서 교육적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한 하위 내용요소별 방법이나 기법은 어

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오기성, 2014: 97).

3)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고려 부족  

형식적 교육과정이 갖는 한계는 한마디로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목

표와 내용, 방법이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되지 못하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함을 의미한다. 교육 결과가 미흡한 이유는 형식적 교육과

정 자체의 문제, 학교에서 실행되는 양상의 문제, 지역적·문화적 특성

에 따른 차이, 교사의 실행 능력의 차이 등 다양하다.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를 제외하면 이러한 특성들은 상당 부분 학교 교육의 실행 환경으로

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에 한 고려가 부족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형식적 교육과정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무시한 가운데 진행되는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은 학교의 현실과 분리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개정 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0여 차례 진행된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이해명, 2003; 손민호·박제윤, 2009; 강현석, 

2016; 박희경, 2016).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점에 한 논의는 크게 중

앙집권화 문제, 국가·사회적 요구의 우선 반영 문제, 체제 접근식 개발

에서 총론과 각론 간의 괴리 문제,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에서 교사, 학

생, 학부모의 소외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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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과정 개정이 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

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에 해당한다. “교육과정 개정의 

여부, 시기, 방향을 비롯하여 개정을 위한 조직의 구성,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었다”(박희경, 2016: 189). 개정이 거듭될수록 

지역수준 교육과정, 학교수준 교육과정 등이 확 되어온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주요 교육과정에 해 “학교는 국가에서 제공한 국가수준 교육

과정을 단지 수용”(손민호·박제윤, 2009: 170)하는데 익숙하다. 국가

교육과정은 “개발-연수-보급-확산 순의 절차로 실행되고 있는데, 이 과

정에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은 가급적 민주적이고 공정하

고 개방적이고 정의로워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 못하다”(강현석, 2016: 

86-87). 더욱이 정권 교체 시기 새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채 적용되기

도 전에 다시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일도 일어난다. “적용 결

과에 기초하지 않는 관 주도의 어붙이기 식의 개정”(강현석, 2016: 

88)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15). 

둘째, 중앙집권화 된 교육과정 개정에서 주요 관심사는 국가·사회적 

요구였다. “교육과정 개발의 출발점이 국가적인 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해명, 2003: 216)이어서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이념화시

킨 교육목적 개발에만 치중하게 되고, 교육현장 내부의 요구인 교육내

용, 교육방법,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서 거부되었다”(이해명, 2003: 

198).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즉 핵심역

15)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시기 고시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

학교 도덕 교과서는 2010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3학년

에 이르기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가 

개발되면서 2011년 입학생부터 다른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학교에 적용된 지 3년 만에 다른 교과서로 체

되었다. 심지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 중이었던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경우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으로 교과서 개발 중에 교

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는 2011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C; 교육과학기술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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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국가․사회적 측면의 요구가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으로서 크게 부각되었다”(교육부, 2014: 1; 소경희, 

2015: 203; 임유나·홍후조, 2016: 278에서 재인용). 

셋째, 체제 접근식 교육과정 개발로 인한 총론과 각론 간의 괴리 문

제이다. “체제 접근이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주요 부분이나 절차를 

한 번 확정하면 그것을 상수로 하여 직선적인 결정 구조로 진행되는 경

직된 방식을 말한다”(강현석, 2016: 89). 교육과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론 개발팀에서 총론을 구성한 후 각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들에게 

전달하여 총론에 부응하는 각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총론과 

각론은 주로 교과의 편제와 시간(단위)배당 기준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갈등하고 립하는 관계로만 인식되어온 경향이 강했다”(박희경, 

2016: 187). 총론이 개발된 다음 각론을 적용하려다 보니 “총론이 과

도한 권력을 쥐고 각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강현석, 2016: 76) 문

제가 크게 지적되어 왔다.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교육과정 

개발자의 하소연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과 각론의 관계에서 

권력관계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어느 날 갑자기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고 하고 모든 교과더러 내용체계를 

통일하라고 한다면 개별 교과에서는 따르기가 힘들죠. 교과의 특성이나 사정

이 다 다른데 결국 이번에는 안 맞는 옷에다 몸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죠”(박희경, 2016: 193에서 재인용).  

넷째,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소외되고 있

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교육 공간인 “학교 현장, 교실 수업

의 맥락을 종종 도외시하는 우를 범해왔다”(강현석, 2016: 85), “개

정 작업에 현장 교사들을 포함시키지만 주로 학의 전문가들에 의해 주

도되다 보니 현장감이 많이 떨어진다”(강현석, 2016: 88). 사정이 이

러하다보니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형의 요구도 현실적으로는 거

의 무시되고 있다”(이해명, 2003: 217).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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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전문가, 현장 간의 화와 숙의(deliberation)가 절 적으로 부족

한 편이다”(강현석, 2016: 88). 

학교통일교육의 상당 부분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 교과는 국가교

육과정 개정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의 경우에도 사

정이 이와 다르지 않다. 통일교육지침서의 개정 작업에 한 문서를 직

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2017 통일교육 기본계획에서 략적인 과정을 살

펴볼 수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헌법4조와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협의회, 

전국통일관 등 민관 거버넌스의 협의를 통해 발간되고 있다(통일부 통일

교육원, 2017A: 4). 학교의 현실에 한 관찰을 토 로 지침서 개정 작

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은 찾지 못하였다. 

학교의 현실과 학생, 교사의 삶과 착되지 못한 형식적 교육과정은 

그만큼 실제 적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은 학생들

이 마땅히 배워야 할 내용들 위주로 개발되어야 하지만, 교과서 개발이

나 수업의 실제 국면에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 중심으로 수업이 이

루지지는 않는다”(강현석, 2016: 81). 학교라는 공간은 학교가 갖는 

생태적인 속성과 더불어 학생들의 삶의 맥락, 교사 인식의 맥락, 사회적 

맥락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개정 내용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교사들은 학교 외부에서 가해오는 

어떠한 통제나 질서에 하여 쉽게 변하려 하지 않는다”(Campbell, 

1985; 손민호·박제윤, 2009: 175에서 재인용). 교사들의 관심과 고민

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개정은 교사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교육과정 자체의 완결성 유무를 떠나 제 로 된 적

용 기회를 갖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수혜자인 학생들에

게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은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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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과 구성 요소

1.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미 

“한국의 교육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칭되는 교육과정(敎育課程)은 

교과과정(敎科課程, curriculum)을 의미하며 교육활동의 실제적 흐름을 

나타내는 교육과정(敎育過程, educational process)과 구별된다”(오욱

환, 2003: 176). 실제로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과정(敎育過程)은 학교와 

교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 교과과정만이 아니라 실제 학교현장에서 경험

하게 되는 다양한 차원의 교수·학습 과정과 교과 외의 활동을 포함한

다. 교육과정(curriculum)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

적으로 ‘학교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서부터, 좁게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학생들을 상으로 계획된 구체적인 교육 행위’를 의미한

다”(Eisner, 1979: 49). 교육과정을 학교가 가르치는 모든 것으로 이

해하게 되면, 정부나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계획하여 실행된 교육의 과

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실제 배

움으로 이어진 것들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그러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학생들을 상으로 계획된 구체적인 교육 행위’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교육과정의 범위는 좁아지고 구체화될 수 있다. 연구자들

은 교육과정의 이러한 속성을 파악하고 형식적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등으로 분류해 왔다(Eisner, 1979; 김종서, 1975 등).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이해를 위해 먼저 형식적 교육과정과 영 교

육과정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식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

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익숙하게 다가오는 의미인 국

가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연간 교육계획 등의 공식적 문서 등을 말한다. 

형식적 교육과정은 “학습 내용의 순서가 정연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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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리 계획된 교육과정”(서울 학교교육연구소, 1981: 632)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교사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으나 교실에

서 학생이 배우게 된 교육의 결과, 쉬는 시간과 같이 학교의 공식적 활

동 외의 공간에서 학생들이 사회에 해 이해한 내용은 교육과정 논의의 

고려 상이 되지 않는다. 형식적 교육과정은 표면적 교육과정

(manifest curriculum)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표면적 교육과정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계획된 의도에 의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내용 및 경험의 전체

를 말한다. 공식적 교육과정(official curriculum), 형식적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 계획된 교육과정(planned curriculum), 구조화된 교육과정

(structured curriculum), 외현적 교육과정(overt curriculum), 가시적 교육

과정(visible curriculum), 외적 교육과정(external curriculum), 조직된 교

육과정(organized curriculum), 기 된 교육과정(expected curriculum)이라

고도 한다. 1970년경부터 잠재적 교육과정(潛在的敎育課程, latent 

curriculum)의 개념이 나타남에 따라 이것과 구분 짓기 위하여 종래의 교육

과정 개념을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과정」이라고만 

한다(서울 학교교육연구소, 1981: 587).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형식적 교육과정을 명시적 교육과정(박순경, 

1996a), 형식적 교육과정(박성춘, 2012), 공식적 교육과정(김 현, 

2014; 배지현, 2013), 표면적 교육과정(이귀윤, 2000; 신경희, 2014) 

등으로 칭하고 있다. 형식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기획자나 교사가 교육

활동의 전반에 해 “체계적으로 고민하여 계획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

도성, 목적성, 체계성 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김 현, 2011: 32). 

또한 영 교육과정에 한 관심은 교육과정 개발 단계와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있

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아이즈너(1979)는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사

실도 학교가 가르치는 사실과 다름없이 중요하다”(124)고 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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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할 것을 소홀히 한 것에 의

해서도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김성훈, 2014: 131). 그

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무시하고자 하는 내용에 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적극적으로 무관심함’이란 곧 어떤 목적을 위한 의도적 

배제라는 뜻으로 설명 된다”(이귀윤, 2000: 393). 교육과정에서 의도

적 배제는 가르칠 내용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해당 분야의 지

식이나 가치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무지(無知)는 단순히 중립적

인 진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지는 사고의 폭이나 또는 다른 응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예측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한다”(Eisner, 1979: 124). 

영 교육과정은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 형식적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

한 것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배제된 교육 목표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영 교육과정이 학생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

라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학

교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다뤄지는 북한이해교육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을 다룰 것인가의 선택 상황에서 만약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

는 영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학생들의 배움의 과정에서 북한의 정치지도

자 중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을 항일무장투쟁가라는 역사적 

사실과 접목하여 배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16).

잠재적 교육과정은 “형식적 교육과정이 학교가 제공하는 모든 것이 

아니다”(Eisner, 1979: 110)는 가정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생

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교육과정 문서나 교사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 등과 같은 형식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에 의해 생

겼다고 본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적 

16) 2009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집필기준

에 한 수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김일성 항일무장투쟁과 주체사상을 이전 기

준에서는 역사적 증거 자료가 확인되면 언급할 수 있게 했지만, 수정안에서

는 아예 다루지 못하게 했다(김소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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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사회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의도하고 계획 세운 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으로 정의

된다(서울 학교교육연구소, 1995). 잠재적 교육과정은 연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Hidden curriculum(Apple, 1971; Anyon, 1980; 

Margolis, 2001; Gatto, 2002 등)으로 불리지만, 학습되지 않은 교육과정

(the unstudied curriculum), 암시적 교육과정(the implicit curriculum),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the invisible curriculum), 쓰여 지지 않은 교육과정

(the unwritten curriculum), 은 한 교육과정(the covert curriculum), 잠

재 교과 과정(the latent curriculum), 조용한 교육과정(the silent 

curriculum), 학교교육의 부산물(the by-products of schooling), 학교가 사

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what schooling does to people) 등으로 불린다

(Cornbleth 1984, Dreeben 1968, Eisner 1985, Giroux and Purpel 1983, 

Hicks 1971, Kelly 1977, Martin 1976, Overly 1970, Vallance 1973-74; 

Portelli, J. P., 1993: 344에서 재인용).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있다. 발렌스

(Vallance, 1982)는 교육 효과의 측면에서 “교사의 따뜻함, 사회 계

급, 영양, 텔레비전 등 미묘한 영향으로 교육과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

졌다는 증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5)고 말한다. 교육자들은 가르치기 

위한 계획이 배움의 결과와 일치하기를 바란다. 즉 투입에 따른 결과물

이 계획과 같이 일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과학적인 

학습이론은 교실에서의 교사의 업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되었다. 그러나 모든 교사들이 알고 있듯이 이 희

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Jackson, 1968: 250). 교수·학습 

계획의 수립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잠재적 교육과정

에 한 고려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박순경(1996b)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의 비학구적이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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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현저하게 나타나는 측면들을 인식하게 하며, 논리적 관계에 터하여 

설명되기 어려운 학교교육의 광범위한 영역들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또

한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이 지닌 광범위한 시각은 교육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해서는 찾기 어려운 다른 많은 가능성들에 한 의

문과 통찰력을 제공한다(44)고 하였다.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살펴봄

으로써 명시적 교육과정에 의해 나타나지 않는 학교교육의 다양한 자질

들을 포착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에 터하여 설명될 수 없는 광범위한 영

역들을 기술한다(박순경, 1996b: 53)고 보았다.

배현진(2013)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형식적 교육과정의 관계를 불가분

의 관계로 표현한다. 즉 잠재적 교육과정이 없는 공식적 교육과정은 알

맹이가 비어져 공허하게 남은 껍데기와 같고, 공식적 교육과정이 없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그릇에 담기지 않고 엎질러져 쓰임새 없이 버려진 물

과 같다. ‘교육내용의 표현자’로서 공식적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의 

실체’인 잠재적 교육과정이 존재하여야만 그 효용 가치를 발휘할 수 있

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하여서 보다 의미 있게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배현진, 2013: 23)는 것이다. 

김재춘(2002)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

는 데 기여한 바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의도나 계

획으로 제한되던 교육과정의 영역을 결과나 산출까지를 의미하는 개념으

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육과정의 개념 확장에 기여했다. 둘째, 잠재적 교

육과정은 ‘학교 교육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진술보다는 

‘학교 교육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사실적 진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주된 흐름을 개발 패러다임에서 이해 패러다임으로 

체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이후의 교육 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

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했다(59). 

한편 발렌스(1983)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미에 해 정확하게 설명

하기가 어렵지만 이 개념의 유동성이 학교교육 현상으로부터 그것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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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는 풍부한 관점을 제공한다(7)고 보았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는 “형식적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적절히 설명 될 수 없는 학

교교육의 체계적인 부작용을 식별하는 장치로서 가장 유용하게 기능한

다”(Vallance, 1983: 7)는 것이다. 

교사는 1시간의 수업을 위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여러 시간 동안 

수업을 고민하고 준비한다. 교사의 진행계획에 따른 학생의 반응을 체계

적으로 고려한 수업 계획을 동 학년의 여러 학급에서 의도한 바 로 실

연하였다 하더라도 각 학급에서 나타나는 수업에 한 학생들의 반응과 

결과는 매우 다르다.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변수들에 해 교사들

은 막연히 학급의 성향, 수업 시간표 구성 등을 떠올리며 애써 실패한 

수업에 해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는 학교교육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전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며,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에 해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

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

는 형식적 교육과정 개발 논의는 문제의 근본 원인에 해 무관심하므로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없으며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력

은 학교교육현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2.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

“교육과정 이론의 사용은 여러 가지이며,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다양하다”(Vallance, 1982: 8; Jackson, 1992: 67).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말할 때 형식적 교육과정을 떠올리지만 “학생들은 비공식적

이고 의식적인 계획이 결여된 잠재적 교육과정(unwritten curriculum)

을 경험한다”(Wren, 1999: 594).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는 교육사회학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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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왔다. “교육사회학은 사회현상으로서의 교육을 기술, 설명, 이해하

는 활동이다”(김신일, 2002: 45-46). 학교와 사회의 상호 영향을 분석

하고 이해함에 있어 교육사회학의 주요 접근은 기능이론, 갈등이론, 해

석학 등이다. “기능론적 설명은 학생들을 기존 사회제도에 적응하도록 

사회화시키고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갈등론적 설명은 권력집단이 자신

들의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을 이용한다고 보며, 해석론자들은 학교

를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것을 나눠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생활세계로 보고 있다”(송영경, 2003: 33). 

연구자가 어떠한 관점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교육 현상에 한 이해가 

다를 수 있고 문제를 해석하고 안을 찾는 과정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

다. 이 절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기능이론, 갈등이론, 해석학적 

논의를 살펴보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자 한다.  

1) 기능이론과 잠재적 교육과정

기능주의(functionalism) 또는 기능이론은 Comte와 Spencer까지 거슬

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구조기능이론(structural 

functional theory), 합의이론(consensus theory), 질서모형(order 

model), 평형모형(equilibrium model) 등 명칭에 따라 이론의 강조점이 

서로 다르지만, 이들 모두를 포괄하여 기능이론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

이다(김신일, 2002: 51-52).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제

각기 기능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 각 요소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

되어 있어 한 부분이 변화하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기

능이론은 인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각각 다른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들은 전체의 존속을 위하여 각각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

다”(김신일, 2002: 52; 송영경, 2003: 33-34)는 설명 방식을 따른다. 

기능이론은 “학교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선발과 사

회화 기능을 중요하게 부각하며, 현 사회의 학교는 사회의 유기적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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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발전을 위해 순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오욱환, 2006: 165)고 본

다. 학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 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은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교육내용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르쳐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김재건, 1995: 449). 또한 기능이론은 교육

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며 학교를 “업적을 기준으로 한 공

정한 경쟁 장소이며, 유능한 인재를 능력에 따라 선발하여,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여긴다”(송영경, 2003: 37).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기능이론의 접근은 학교교육에서 잠재적 교

육과정이 어떤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교육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초기 연구에서는 잠재적 혹은 숨겨진 교육과

정, 학교교육의 비학문적 결과, 학교교육의 부산물 혹은 잉여물, 학습되

지 않은 교육과정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이귀윤, 2000: 367). 이러한 

논의는 형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경험한 것과 그것을 통해 학습한 결과를 의미했다. 따라서 잠재적 교육

과정은 특별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사회 구조적 측면

에서 접근했다기보다 학교생활 자체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경험에 초

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기능이론

의 접근은 학교교육의 결과가 학교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 외의 어떠한 

요소에 의해 초래되었는가를 살피는데 관심을 갖는다. 

뒤르케임(Durkheim, 1925)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교과서와 교사의 교재에서 기존 교육과정에 명시된 

것보다 많은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고 말했다. 듀이(Dewey, 

1960)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부수적인 학습(incidental learning)을 통

해 단편적인 사실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사고하는 즐거움’과 같

은 중요한 경험을 갖는다고 보았다(Jackson, 1992: 74에서 재인용). 이

상과 같은 맥락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사회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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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1968)은 학교생활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절제를 연습하며, 임무를 완수하고, 바쁘게 지내

는 것, 협력하기, 교사와 동료 모두에게 성실함을 보여주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시간을 잘 지키며, 스스로를 친절하게 인도하는 것을 배운

다고 보았다(Kentli, 2009: 84-85에서 재인용). 잭슨에 따르면 잠재적 

교육과정의 요소는 군중, 칭찬, 권력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석 개념에 

의해 형성된다. 간단히 말해서, 교실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군중 속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제도의 일반적인 가치와 결합하

여, 이는 학교에 설립된 사회 교육에 중 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가 평

가 환경이라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학생이 배운 것은 평가 방법뿐 아니

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강력한 

교사와 무력한 학생 사이의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구분으로 표시된다

(Jackson, 1968; Giroux and Penna, 1979: 30에서 재인용). 

잭슨(1968)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학교를 비난하거나 칭찬하거

나, 또는 학교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에 있지 않다”(3). 다만 

그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학교교육의 생태를 이해할 필요

가 있음을 제기하고 학교생활의 생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이

귀윤, 2000: 369). 그는 학교교육의 결과를 사회화의 설명하는 데 관심

을 기울였고 학교교육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에 한 비판적 시각이 부

족했다17). 

드리븐(1967)은 기능주의적 교육이론을 학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교실의 사회 구조와 교사의 권위 행사의 역

17) 잭슨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의 문제점에 

해서도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이란 이름 아래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시키려는 운동은 처음에 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 속에 모든 

경험을 포함시키자는 생각은 학교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고려할 때는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학교에서 해로운 지식이나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정의 정의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험까지 포함

시키는 학교의 모든 경험이 되어야 하는가?”(Jackson, 199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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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서 학교에서 배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Vallance, 1983: 6에

서 재인용). 그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사회

적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적인 정체성의 부분을 드러나지 않게 하며, 

범주에 따른 우의 정당성을 수용하게 한다”고 보았다(Kentli, 2009: 

84에서 재인용). 그는 학교가 해야 할 일을 학생들을 사회화하는 데 있

다고 보았다. “학교는 학생에게 4가지 사회적 규범, 즉 능력에 따른 성

취(achievement), 독립심(independence), 보편성(universalism), 특수

성(specificity)을 내면화시킨다”(송영경, 2003: 43). 

학생들은 학교 활동을 통해 크고 작은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거나 시험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는 과정은 

성취가 이뤄지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또한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

여 자신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연습을 경험하게 되며, 학교

생활의 규칙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의 의미

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맥락과 더불어 역지사지할 줄 

아는 삶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며 학교가 학생의 흥미

와 적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이해함

으로써 특수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드리븐의 논의는 학교를 비판하는데 있지 않

았다. 그는 학교생활에서 배우는 규범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임을 설명

하였고 학교의 사회화 기능 중에서 “성인 권위의 수용이라는 측면에 입

각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있다”(이귀윤, 2000: 369). 그에

게 있어 성인 권위를 수용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위한 하나의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교실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

인다. 잭슨과 드리븐은 모두 교실생활을 통해 긍정적 의미에서의 권위와 

공동체 생활의 자세를 배운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드리븐에 의하면 “학

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생이 사회로 나가기 전 학생들을 사회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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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규범으로 사회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귀윤, 2000: 

371)이다. 

콜버그(Kohlberg)는 도덕성 발달의 관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미

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두었다. 잭슨과 드리븐의 사회화에 한 관점을 수

용하면서 도덕적 해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잭슨과 드리븐의 논의에

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특징들이 단지 학교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콜버그는 잭슨과 드리븐처럼 가치중

립적 입장에 서게 되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에 한 분석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콜버그에 따르면 기능이론의 관점에서 

학교생활에 잠재되어 있다고 여겨져 온 군집, 상찬, 권력 등의 속성은 

“학생의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을 배운다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관점

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이귀윤, 2000: 371-372). 따라서 콜버그

(1970)는 “도덕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도덕적 표준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Vallance, 1983: 6에서 재인용)을 강조하였다. 

김종서(1987)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학교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

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 의도한 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으로 정의

하였다(91). 그는 학교교육의 기능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 하

나는 표면적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잠재적 기능이다. 표면적 기능은 문

서를 통해 드러나 있으며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잠재적 기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의도를 알 길이 없지만 학교가 지닌 속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도록 직접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회적 관계를 연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지키고 자신의 역

할을 성실히 해내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잭

슨의 연구를 토 로 이뤄진 것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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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이론과 잠재적 교육과정

“갈등이론은 사회를 개인 간, 집단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

속으로 본다”(김신일, 2002: 63).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지배와 

저항,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 간의 갈등, 불안정한 사회적 삶은 갈등이론

이 세계와 사회를 바라보는 주요한 관점이다. 교육사회학 이론에서 “갈

등이론은 학교교육의 재생산 기능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

육에 의식화 개념을 추가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중시한다. 

이들은 현 사회의 학교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본

다”(오욱환, 2006: 165). 이처럼 갈등이론은 “학교교육의 역기능에 

해 다양한 사회학적 해석을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사회적 성격을 새롭

게 인식하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송영경, 2003: 59).

의도성의 관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기능이론의 접근은 관심

이 부족하다. 그러나 갈등이론의 관점에서는 의도성에 관심을 갖는다.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의 결과에 한 원인 

내지는 의도로 파악하기 때문에 의도성의 은폐여부를 문제 삼게 된다”

(이귀윤, 2000: 379). 예를 들어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배 이데

올로기를 확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

다고 보고 그러한 의도가 지배자들에 의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해석

이 있을 수 있다. 갈등이론의 관점에선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이나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파

악하려 했다.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일리히의 관심은 드리븐이나 잭슨의 경우처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

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다. 그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학교교육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일리히의 학교교육에 

한 비판은 학교에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비판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이귀윤, 2000: 380). “그는 학교가 잠재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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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현  문화의 지배적 신화를 촉진한다고 보았다”(Gordon, 

D., 1982: 188에서 재인용). 

일리히(2009)에 따르면 현 의 학교는 관리보호, 선발, 교화, 공부와 

같은 잠재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학교는 사람을 연령에 따라 집단화하며 

이 집단화는 세 가지의 확실한 전제에 의존한다. 즉 아동이 학교에 소속

돼 있고 아동은 학교에서 배우며 아동은 학교에서만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것들은 학교 밖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본다. 학생은 교사 없이, 가끔은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운다고 본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다수 사람들이 전

혀 학교에 ‘가지’ 않음에도, 학교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을 배운다

(65-73). 일리히는 학교제도가 “모든 사회적 모순을 더욱 영속시켜 나

가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본다”(이귀윤, 2000: 380). “학교가 질적으

로 평등하다고 해도 빈민 아동은 분명 부유층 아동을 따라잡을 수 없다. 

설령 그들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나이로 시작한다고 해도, 중산층 아동

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 부분을 빈민 아동은 갖지 못한

다”(Illich, 1970: 33)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제도화된 학교교육은 

학생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교육을 통한 인간화

를 완수하기 위해 결국 학교를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이귀윤, 2000: 

381). 그는 학교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이 지닌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였

고 결국 ‘탈학교 사회’를 주장하였다. 

보울즈와 진티스(Bowles and Gintis, 1976)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가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의 지적 

능력, 개인의 특성, 적절한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계급 구조를 

재생산한다”(Kentli, 2009: 85에서 재인용)고 본다. “이들은 학교교

육이 자본가 계층에게 이로운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치고 기존의 계층구

조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킨다고 보았다”(이귀윤, 2000: 381). 이들에 

의하면 “학교는 ‘억압적’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가치관과 

성격적 특성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김신일, 2002: 74). 학교교육

의 결과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인력들, 즉 노동자와 자본가의 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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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맞는 인간을 각각 가르치고 길러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존속시키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들은“학교가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과 경제적 생산체제가 서로 상응(correspondence)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김신일, 2002: 74-75). “보울즈와 진티스는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습한 결과가 불평등한 사회구

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이 점을 학교교육을 비판하는 데 

이용하였다”(이귀윤, 2000: 382-383). 

“애플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갈등과 변화에 한 부정적인 태도를 잠

재적으로 교육하면서 그들을 체제 순응적인 존재들로 길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성훈, 2014: 125). 학교교육이 사회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분석한 그는 학교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지식을 통

해서도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 존속시키고 있다고 보았다”(이귀윤, 

2000: 384). 

애플(1981)은 학교를 “‘단순한’ 재생산 기관으로 보지 않았

다”(Gordon, 1983: 213에서 재인용). 학교교육이 경제적인 생산관계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보울즈와 진티스가 말하는 것처럼 

결정론적으로 상응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애플에 의하면 학교지

식은 사회적으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학

교지식은 지배집단의 헤게모니를 전수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특정한 

전통과 규범만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질서를 정당화

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이귀윤, 2000: 384-385). “그의 잠재

적 교육과정에 한 관심은 바로 공식적 교육과정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를 토 로 학교교육을 비

판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이귀윤, 2000: 386). 

애니언은 학교가 현재의 사회질서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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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애니언은 서로 다른 사회계급 지역의 학교에서 목격되는 서로 다

른 ‘사회화’의 과정에 주목하면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계급의 역할을 잠재적으로 학습한다고 주장했다”(김성훈, 2014: 

127-128). 애니언(1980)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부유한 지역의 

학교가 빈곤한 지역의 학교보다 좋거나, 바람직한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더 잘 준비시키며 교육의 방법과 철학의 측면에서 학교에 따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았다(67). 그녀는 두 개의 노동계급 학교, 한 개

의 중학교, 상급중학교 및 엘리트 학교 1개씩을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경제 계층의 아이들이 매우 다른 유형의 교육을 받는 방법을 조사한 결

과를 보고하였다. 결과의 핵심은 “가난한 학교의 아이들은 순종하는 노

동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엘리트 학교의 아이들은 독창적인 사

상가와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Anyon, 1980; Kentli, 2009: 87

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애니언(1980)은 교과서의 진술이 기존의 불평등과 제도적 특권에 

해 합법성을 부여하도록 학습자의 의식을 이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교과서의 잘못된 진술은 오히려 경제적, 정치적 질서에 담긴 특성을 보

여준다. 교과서 진술을 통해 사회 기관의 지원과 장래의 참여를 보장하

기 위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조치를 강조한다(Anyon, 1980: 

49-51)고 보았다. 그녀는 학교 지식은 사회 질서를 특징짓는 상호작용과 

기회의 물질적 구성을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표현한다고 주장한다(Sharp 

and Green, 1975, Bernstein, 1977, Bourdieu and Passerson, 1977; 

Anyon, 1980: 51에서 재인용). 

지루(2001)는 가르쳐진 것,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 학교가 제공한 교

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더 많은 개념과 원리

로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정의한다(Giroux, 2001; Kentli, 2009: 84에서 

재인용). “지루는 그동안의 잠재적 교육과정 연구가 지나치게 기능적이

거나 비판적인 면에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학교는 여러 다른 사회집단들

이 제공하는 문화, 지식 그리고 권력의 복합체를 수용하고 거부도 하는 

다양한 사회적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이귀윤, 2000: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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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는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결정하는 사회정치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비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사회구조

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제약 속에서도 협상하고 저항하면서 의미를 구성

하고 변형시키고자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이귀윤, 2000: 

387). 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교환

경은 개인의 ‘사회에서의 권력에 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

다”(Giroux, 2001; Kentli, 2009: 84-87에서 재인용)고 보았다. 

“그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내재해 있는 ‘저항’에 주목함으로써 잠

재적 교육과정이 교육 및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력한 방향을 제

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귀윤, 2000: 388-389). 지루에게 잠재적 교

육과정은 “지나갈 수 없는 경계가 아닌 교육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

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Giroux and Penna, 1979: 

32). 잠재적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비민주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교사 참여와 

상호 작용에 있어 민주적이며 비판적인 방식을 장려하는 가치와 신념을 

고취하기 위해 고안된 매우 구체적인 교실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고, 

학생들은 사회적 행동 환경에서 연습으로 사회 연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한다”(Giroux and Penna, 1979: 33). 

3) 해석학과 잠재적 교육과정

“해석학(hermeneutics)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해석하다’는 뜻에 

상당하는 말에서 온 것이며, 이 말은 제우스의 의지를 지상의 인간들에

게 해석해 주기 위하여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온 사자인 ‘Hermes’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회과학에서의 해석학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

(Dilthey)를 중심으로 해석학적 기법을 발전시켜 인간의 행위와 제도를 

포함한 사물의 이해에 적용하여 새로운 해석학을 발전시킨 데에 기인한

다. 그들은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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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 혹은 의의를 파악하

는 것이며, 무엇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관점이나 상황에 비추어 그것

이 의미하는 바를 터득하는 것이다”(송영경, 2003: 62-63).

사회학 이론은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구별할 수 있다. 

윌슨(Wilson)은 거시적 접근의 사회학을 규범적 패러다임, 미시적 접근

의 사회학을 해석학적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였다(송병순 외, 2005: 

105-106).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은 사회 구조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 접근의 규범적 패러다임에 해당한다.  

반면 해석학적 이론은 거시적 접근의 구조적 분석을 거부하고 의미를 해

석하는 각자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맥락을 직접 보고 해석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미시적 접근에 해당한다. 교육현실을 구성하는 다양

한 요소들, 즉 교사나 학생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의미를 구성한다고 본

다. “이러한 연구는 해석학적 접근,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현상학적 

접근, 지식사회학적 접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능이론, 또는 갈등이론의 사회관 및 교육관과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

다”(송영경, 2003: 61). 이들 이론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해

석적 과정으로서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점과 그것에 한 해석적 기술

이라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점, 그리고 연구방법 면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강조한다는 점, 분석 수준에서는 미시적 분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

성을 갖고 있다”(송영경, 2003: 64).

“교수·학습과정이 설명에 의존할 때에는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주

입에 의한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해에 그 기반을 둘 때에는 반

성에 의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될 여지가 많다”(진권장·손영수, 2003: 

21). 주어지는 설명을 듣고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각자의 삶

의 맥락 속에서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해하게 될 때 이해된 지

식의 의미는 학습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해석의 과정을 통한 이해는 

자신에 한 성찰과 비판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 과정에서 실천력이 생

긴다.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의 자기반성은 무엇이든 우리의 의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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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반성을 통하여 자신에 해 더 이상 부자

유스럽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사전 이해 중에서 무엇이 정당한 것이며 

무엇이 부당한지를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Gadamer, 1976; 진권

장·손영수, 2003: 21-22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미의 해

석자로서 개인은 자신의 사전이해에 따른 지평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평

을 넓히게 된다.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은 모두다 그동안의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저마다의 지평에 토 를 두고 사회와 학교에서 맞

이하는 상황과 내용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참

여한다. 

교사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 로 적용하지 않는다. 교사는 자신이 

서 있는 지평에 따라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수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적

용의 단계도 다르다. 형식적 교육과정이 문서와 연수의 형태로 교사에게 

전달될 때 모든 교사가 그 형식적 교육과정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나간다. 즉

“교사 스스로가 어느 정도로 자기 선입견과 전통에 해 반성을 하느냐

에 달린 것이다. 이때 자기반성에서 나오는 교육과정의 소리는 자기가 

소유한 선입견의 지평에 달려 있다”(진권장·손영수, 2003: 24). 형식

적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는 교사의 지평에 따라 교육과정 실행의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교과수업, 교과서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크게 다

르지 않다. “학생들의 생활세계는 그들이 존재하고 또 성장하면서 면

하게 되는 상호주관적 세계로 의미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진권

장·손영수, 2003: 25). 학생들은 저마다의 삶의 맥락 속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의 바탕 위에서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들

은 각자의 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부

여되는 상황에 응하고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던 지식의 체계에서 새로운 지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한걸음씩 의미를 확장해 간다. 따라서 세계에 한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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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들에 의해 “구

성되는 세계는 나의 주관과 분리하여 객체화할 수 없는, 나의 ‘생활세

계’로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내게서 영향 받는 상호주관적 세계이

다”(진권장·손영수, 2003: 25). 이러한 상호 주관적 세계에서 상호작

용의 결과는 학생 저마다의 지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해석학적 입장은 “모든 교육과정 정의에는 역사가 있다”(Jackson, 

1992: 80)고 본다. 교사, 학생이 텍스트와의 “상호 주관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이해는 과거의 지평에 놓여 있는 텍스트를 현재의 지평 

안으로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평에 

서 있는 선입관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의 지평에 놓여 있는 텍스트의 의

미 내용을 재창조하는 것이다”(노상우·이진복, 2016: 58-60). 텍스트

에 한 이해는 어느 한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텍스트에 다가가는 해석자들이 가

진 지평 등이 상호작용하고 융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해석학적 관점

에서 볼 때 교육과정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의 수만큼 존재하고 있다. 각자의 삶의 경험에서 형성되어온 현재의 

상황과 맥락에 지평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각 개인의 지평과 텍스트가 

만나 상호 주관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교육의 결과 또한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고든(1988)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학교의 물리적, 사회적 구조이자 교

수과정 그 자체에 의해 전달된 의도되지 않은 메시지(unintended 

message)라고 규정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육적 텍스트에 한 해

석이며 일반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수행된다고 보았다(이귀윤, 2000: 

394-395에서 재인용). 그는 “인간 행동이라는 텍스트는 명시적 의미와 

잠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특히 잠재적 의미는 사회적 행동의 의미

론적인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박순

경, 1996b: 48)고 보았다. 

박순경(1996b)은 잠재적 교육과정 논의가 해석학적 시각을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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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하나는 명시적/잠재적 의미의 구분

은 명시적/잠재적 교육과정의 구분과 병행가능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

는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

의 의도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생각은 해석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잠재적 

교육과정 논의의 기초로서, 명시적 교육과정에서 의도된 결과, 학습, 메

시지와는 비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 학습, 메시지의 차원에서 잠재

적 교육과정을 정의한다”(50). 

“블룸(Bloom)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많은 면에서 형식적 교육과정보

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생

들이 학교에 다닌 여러 해 동안 너무나 널리 퍼져 있고 일관성이 있다’

는 것이다”(Gordon, 1982: 190에서 재인용). 고든(1982)은 잠재적 교

육과정이 형식적 교육과정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를 Bloom의 견해를 발전

시켜 학교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교사의 측면에서 일관성과 침투성

(Pervasiveness)18)에 기초하여 확인할 수 있다(190)고 보았다. 그에 의

하면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널리 퍼져 있으며 그 영향력은 일관적이

다. 학교의 사회적 환경의 구조적 특성 또한 논쟁의 여지가 없이 지속적

이며 학교의 사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Gordon, 1982: 

190). 그러나 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에 한 인지 환경

은 편차를 보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고든(1982)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이러한 정의를 잠재 영향 정의

(Latent Influence Definition)라고 부른다(189). 교사가 각 교실의 수

업에서 마주하는 환경은 매우 유동적일 수 있는데 “잠재적 교육과정의 

무의식적 전달자로서 교사의 행동은 그의 성격의 본질, 깊이 관여된 신

념, 학교의 사회 구조 내에서의 그의 역할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 이것

18) 본 논문에서는 Pervasiveness를 침투성으로 번역하였다. pervasive가 ‘만

연하는, 구석구석 스며드는’등의 의미를 갖고 있고, pervasiveness는 ‘넘

침, 충만함, 침투성’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 

고든이 사용한 침투성 개념은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널리 퍼져 있을 때 그 

잠재 영향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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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일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

다”(Gordon, 1982: 190). “깊이 퍼져 있고, 무의식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해독 또한 무의식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종종 형

식적 교육과정에 해서만큼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에 저항할 가능성이 

적다. 여러 면에서 잠재 영향은 잠재의식에의 영향을 미치기를 노리는 

식역하 광고19) 효과를 상기시킨다”(Gordon, 1982: 191). 고든(1982)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에는 어떤 결과가 있으며, 그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1차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한 행위를 수행하

면서 방해함이 없이 무시될 수 있는 2차적인 결과도 있다. 고든은 세탁

기 교체 작업을 예로 든다. 세탁기를 교체하는 것이 1차 결과라 한다면, 

세탁기 교체를 위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들, 즉 세탁기 주변을 치

우고, 수도 공급을 차단하고, 직접 설치한 경우 배관공을 부르지 않게 

되어 돈을 절약하게 되는 등의 결과들을 2차적 결과로 본다. 마찬가지로 

교사의 행위는 학생들과 관련하여 많은 잠재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다. 고든은 가능한 2차 결과 중 학생들의 잠재 학습 상태인 잠재력, 즉 

무의식적인 영향력이 잠재적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본다(192).

이처럼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하부구조이자 그 조

직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간과함은 곧 교육 자체를 부

정하는 것이 된다”(박순경, 1996b: 52).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해석

학적 이해는 교육과정을 단순히 좋은 의미의 문서화된 교육과정이 아니

라 교육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 식역하 광고[識閾下 廣告, subliminal advertisement]는 자극의 최소 강도

인 절 역 이하의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식역하 자극을 이용한 광고이다. 

식역하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광고에 노출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극

을 수용하지만 무의식중에 감지한다. 식역하 광고는 의식적인 인식 아래에 

제시된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 된다. 하지만 식역하 광고의 효과는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으며, 소비

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나라(방송광고심의규정 제 11조)를 비롯한 각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

다(양병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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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잠재적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원천과 요소20)에 한 논의는 잭

슨, 드리븐, 아이즈너, 일리히, 김종서 등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잭슨은 교실의 생활이 종래 우리가 알고 있던 로의 교육과정이 배우

도록 요구하는 교과와는 조되는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

을 배우도록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많은 아동들이 어울

려서 배우게 되는 군집성(群集性, crowds), 여러 형태의 평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상찬(賞讚, praise), 그리고 조직의 권위관계를 통해서 배

우게 되는 권력(權力, power) 등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김종

서, 1987: 106-107). 

잭슨(1968)에 의하면 교실에서 사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군중 속에서 

산다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남과 함께 하

거나 남의 앞에서 하는 일이며, 이것이 학생의 나머지 일생에 중요한 의

미를 갖는 것이다. 학교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평가를 당한다는 것도 매

우 중요한 일이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자기의 언어와 

행동에 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습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원천’의 사전적 의미는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 ‘사물의 근원’(표

준국어 사전)이다. 잠재적 교육과정 논의에서 원천의 의미를 풀어 써보면, 

어떠한 의도가 없이 드러나지 않거나 의도를 갖고 숨겨놓은 형태의 교육과

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즉 잠재적 교육과정이 형성되게 된 근본 배경 

혹은 뿌리에 해당하는 것을 원천이라 부를 수 있다. 한편‘요소’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

건’, ‘그 이상 더 간단하게 나눌 수 없는 성분’(표준국어 사전)으로 정

의된다. 본 논문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의 의미를 ‘잠재

적 교육과정이 성립됨에 있어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으로 정의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가

능하게 된 근본 조건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원천’과 ‘요소’의 의

미를 이렇게 구분한다 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논문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형성되는 공간적 근원에 해서는 가

급적 원천으로 분류하고, 그러한 각각의 공간에서 보이는 특성, 성분, 조건

에 해서는 요소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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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또 약자와 강자가 분명히 나누어지는 곳이다.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학생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

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있는 권위의 차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학생들의 존재는 군중의 한 구성원으로써, 칭찬

과 비난의 상으로써, 그리고 제도적인 권위의 상으로서 현실과 직면

하게 된다(25-26). “학생에 한 교사의 권위가 지시적이면서 금지적

이라는 점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성분이 된다”(Jackson, 1968: 59).

잭슨의 논의의 핵심은 학생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학교, 교실이라는 

공간이 갖는 생태적 특성과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작동하는 작동 방식 

등이 잠재적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 교육과

정에 한 잭슨의 접근은 학교라는 좁은 공간 안에 머문 측면이 있다. 

그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잠재적 교육과

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사고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실 밖의 

다양한 요소에 해 관심이 부족하였다. 

드리븐(1968)은 학생마다 부모의 배경이 다르고 학생들은 학교에 다

닐 때 사회에 참여할 준비를 위한 학교의 규범을 마주하게 된다고 주장

한다. 그는 이러한 규범을 독립성, 성취, 보편성, 특수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규범은 현  산업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고 제안했다(Kentli, 2009: 83-84에서 재인용). 그에 의하면 독립

성은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

할 수 있는 작업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성취는 ‘이기고 지는 

것에 한 만족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되며, 명시하지는 않았

지만 그는 외부적인 보상과 ‘누군가는 항상 마지막에 들어와야 한다’

는 점을 정당화한다(Dreeben, 1968; Giroux and Penna, 1979: 28에서 

재인용). 또한“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학

생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 특수성도 함께 학습하

게 된다”(Dreeben, 1967: 115). “그는 학교가 현  산업 사회와의 효



- 81 -

율적인 통합에 필요한 특정 규범을 가르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학교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Gordon, 1982: 189).

아이즈너(1979)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요소를 학교의 생태, 학교 환

경, 사회적인 힘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학교의 생태와 관련하여 그는 

보상, 상벌 등을 통해 순종적인 태도를 기르는 ‘학교문화’, 점수제도

와 능력별 반 편성 등에 의해 조성되는 ‘경쟁’, 학교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어떤 과목을 언제 가르치고 그 과목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당하

는가와 관련하여 ‘시간에 한 충격’등을 들고 있다. 학교 환경과 관

련하여 그는 ‘학교 건물의 외형적 구조’, ‘학교 건물 내의 집기’ 등

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109-127). 또한 그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기

획가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사회적 힘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보았다. 사

회적인 요소로 ‘학생 등록수의 감소현상’, ‘노조화’, ‘과학만능주

의’, ‘교육적 상업주의’, ‘교과서’, ‘법원의 판결’ 등을 들고 있

다(Eisner, 1979: 27-48). 

잠재적 교육과정 요소에 한 아이즈너의 논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교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큰 의미의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잭슨과 드리븐

의 논의를 보완한다. 아이즈너는 학교의 생태와 관련하여 학교문화, 경

쟁, 시간에 한 충격 등을 들고 있는데, 순종적인 태도, 경쟁, 시간에 

한 충격은 학교문화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일리히는 학교교육의 구조에 관심을 갖고 비판하였다. “학교제도가 

모든 사회적 모순의 핵심부를 이루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욱 영속시켜 나가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본다”(이귀윤, 2000: 380). 

“학교가 질적으로 평등하다고 해도 빈민 아동은 분명 부유층 아동을 따

라잡을 수 없다”(Illich, 1970: 33). 학교교육의 본래적 의도와 상관

없이 학교교육의 현실은 학생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논의를 통해 일리히는 학교 철폐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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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잠재

적 교육과정의 역기능을 지적하고 바로 이점을 들어 ‘탈학교 사회’에 

한 그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했다”(이귀윤, 2000: 381). 

일리히가 잠재적 교육과정의 요소로 받아들일만한 것은 학교교육의 

구조가 갖는 특성이다. 그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빈부격차를 영속화하고 

학생들의 삶을 비인간화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일리히의 논의

는 학교가 갖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부정적 측면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관점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일리히의 

논의는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탈학교’

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가 갖는 명시적이고 잠재적인 긍정적 기능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종서(1987)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과 요소를 구분한다. 그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발생시키는 근원을 크게 사회와 학교로 나눈다”

(김종서, 1987: 105). “학교와 관련된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으로 학

교의 생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요소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

였다. 아울러 사회적인 측면에서 교사, 학생, 교육행정가, 학부모가 생

활하는 공간인 사회 환경을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으로 본다. 그에 의

하면 이러한 세 가지의 원천들은 상호 접히 관련되어서 영향을 주고받

는다. 이와 같은 원천에 따라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타나는 장은 학교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조직, 사회 및 심리적 상황인데 이러한 세 가

지 장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분의 경우는 서로 

중첩되어 있다”(김종서, 1987: 293-303). 그는 이러한 원천에서 발생

하는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 요소로는 교사, 교과지도, 교수·학습과

정, 학생 개인차, 생활지도, 평가, 시설설비, 중매체의 강력한 영향, 

학교 주변의 비교육적 환경, 소음공해, 도시사회의 혼잡한 교통, 청소년

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결핍 등을 들고 있다(김종서, 1987: 15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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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Jackson

(1968)

Dreeben

(1968)

Illich

(1971)

Eisner

(1979)

김종서

(1987) 

잠재적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

◦군집성

◦상찬

◦권력

◦독립성

◦성취

◦보편성

◦특수성

학교 

철폐 

주장

⇧
학생들의 

삶을 

비인간화

⇧
빈부격차 

영속화

⇧
학교교육

의 

구조적 

특성

◦학교의 생태

 보상, 상벌, 

경쟁, 시간에 

한 충격 

◦학교 환경

 건물 구조, 

집기 등 

◦사회적 힘 

교사, 교과지도, 

교수·학습과정, 

학생개인차, 

생활지도, 평가, 

시설설비, 

중매체의 

영향력, 

학교주변의 

비교육적 환경 

등 

⇧
* 원천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사회 환경

<표 18>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연구 현황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을 학교 자체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

육개선을 위하여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하여 눈을 돌린

다”(김종서, 1987: 105). 주된 관심이 교육 개선에 있고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의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한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

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반면 “사회에서 그 원천을 찾는 사람들은 학교

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하고 영속시켜 나가는 기관이라고 본다”

(신득렬, 1986; 김종서, 1987: 105에서 재인용). 이러한 견해는 학교를 

지배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지적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학교로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이 학교 안과 밖에 함께 있다는 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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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여지가 없다. 단, 교육과정 연구자가 기능론적 관점을 취하느냐, 

갈등론적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잠재적 교육과정의 요소의 범위와 폭

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다양한 접근법

들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러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성립 가능하게 하는 성분 혹은 조건을 탐

구하고자 한다. 

1)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는 사회와 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교는 다양한 인적 요

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 환경을 이루고 있지만 이 세계는 학교 밖 사

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가정과 학교, 학교 주변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 

제도적 차원의 구조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세상에 한 자신만의 의식을 

형성해 나간다. 

아이즈너(1979)는 교육과정에 있어 사회적 힘이 갖는 의미에 해 주

목하였다. 그는 미국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로 학생 

등록수의 감소현상, 노조화, 과학만능주의, 교육적 상업주의, 교과서, 

법원의 판결 등을 들고 있다(46). 아이즈너의 주장은 사회 환경이 잠재

적 교육과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삶의 경험은 모두 

사회 환경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와 같은 학교

의 인적 요소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 학교를 운영하는 제도 등은 사회

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접하게 영향을 받는다. 즉 잠재적 교육과정은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교에 전달되는 특정 가치

나 정보의 내용, 그 가치나 정보를 사회에서 생성 유지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이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종서, 1987: 296).

형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도 결국 사회에 널리 만

연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간관계의 형태를 반영하게 된다. 갈등론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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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선 학자들은 “학교가 사회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배층의 자

녀와 피지배층의 자녀간의 차별적 사회화, 지배층 문화의 재생산,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등의 문제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보고 있

다”(김종서, 1987: 146). 점진주의자들도 교사들의 물질에 한 관심, 

금지와 제약으로 가득 찬 학교풍토, 권위주의, 실질보다 형식을 존중하

는 학교행정 등의 문제들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

다. 김종서는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과 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① 학교

에 전달되는 특정 가치나 정보의 내용, ② 그 가치나 정보를 사회에서 

생성 유지하는 사회 문화적 조건, ③ 그 가치나 정보를 학교로 전달하는 

매개자, ④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은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 등 4가

지로 제시하였다(김종서, 1987: 146-147).  

이 4가지 중에서 학교 안과 밖에 해당하는 요소를 다시 구분하면 ①, 

②, ③은 학교 밖에, ④는 학교 안에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에서 학교 밖 사회 환경 영역에 있으면서 학교 안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학교로 전달되는 정보,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사회문

화적 조건, 정보를 학교로 전달하는 매개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사회 환경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21).  

2) 학교의 생태 

학교의 생태와 관련하여 잠재적 교육과정 요소를 논의한 연구자는 잭

슨, 아이즈너, 김종서 등을 들 수 있다. 잭슨은 학교에서 많은 아동들이 

어울려서 배우게 되는 것을 군집성,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를 통해서 배

우게 되는 것을 상찬, 그리고 조직의 구성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을 권력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김종서, 1987: 106-109에

서 재인용). 드리븐(1968)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에 참여할 

준비를 위해 ‘독립성’, ‘성취’, ‘보편주의’, ‘특수성’을 배운다

21) 본 논문에서는 가치와 정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의 정보

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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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Kentli, 2009: 83-84에서 재인용). 아이즈너(1979)는 학

교의 생태와 관련된 잠재적 교육과정의 요소로 순종적 태도를 기르는 학

교문화, 경쟁, 시간에 한 충격 등을 제시하였다(111). 김종서는 학교

의 생태 자체에서 나타나는 원천으로 목적성, 강요성, 군집성, 위계성 

등을 들고 있다(1987: 295).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통해 군집

성, 경쟁문화, 권력관계 등으로 나누어 학교의 생태적 측면을 정리하고

자 한다. 

첫째, 군집성은 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어울려서 배우는 곳이라는 특

징에서 기인한다. “잭슨에 의하면 학생은 남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배

워야 하며 많은 사람 속에서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하며,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중단하여야 하고 때로는 자기의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김종

서, 1987: 106). 가정에서와 달리 학생들은 집단생활에 적응하는 가운

데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갈등과 협력을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존감을 키우기도 하고 열

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적 문화가 더욱 확산되

고 있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이 집단생활의 규칙을 익히고 

따르도록 하는 군집성의 측면은 학교의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문화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경쟁문화는 학교의 중요한 생태적 특성이다. 교실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은 경쟁의 일상화라 할 수 있다. 교과 수업을 통해 동료 

학생과 표면적, 잠재적 경쟁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

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을 통해 경쟁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이러

한 평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경쟁, 시기, 질서 등의 방법을 배우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도 한다”(김종서, 1987: 

107-108).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쟁은 전형적인 점수제도, 능력

별 반 편성 제도에 의해 조성된다”(Eisner, 1979: 114-115). 특히 우

리의 교육현실은 경쟁문화가 어느 나라보다 팽배해 있다. 학 입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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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전국의 학생들을 같은 시험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가 학 입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경쟁문화는 초등학교부

터 일상화 된다. 

한편 아이즈너(1979)는 경쟁의 결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보상 제

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보상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교사나 학교는 최소

한의 내용으로 원하는 행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상의 크기나 매력을 감

소 또는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미를 차단당한다는 것이다(112). 경쟁문화가 

강화될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주위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 수 있다. 경쟁문화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

하고 경쟁의 과열은 협력의 상으로서 타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자를 경쟁의 상으로 여기게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부정적 영

향이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권력관계이다. “교육은 그 자체로 권력이다. 누군가를 가르치

고 이끈다는 것 자체가 우위적 힘의 작용인 까닭이다”(장소진, 2016: 

220). “학교는 교원집단과 학생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위계성이 

단히 크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김종서, 

1987: 295). 교사는 학교 내에서는 학교 행정가로부터, 단위 학교는 상

부 교육기관의 지시와 지침의 영향을 받는 관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잭슨에 의하면 학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공식적 또는 객관적 권위가 

인정되는 곳이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혈연적 또는 

온정적 권위관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공식적 권위를 최초로 경

험하게 된다”(김종서, 1987: 106-109). 

이처럼 “학교의 관료적 관리체제는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를 통제 

중심으로 만든다. 학교의 기능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보

다는 학생의 행동 규제, 학생의 선별과 배치, 행정적인 업무, 보호감독

의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동적인 복종을 불가피하

게 강요하고 있다”(박병락, 2009: 255). 또한 “학생들이 교육 문제에 

해 교사에게 도전하는 것을 꺼리도록 만들 수 있다”(Wre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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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한편 학교에 내재된 권력관계는 시공간의 배치와 규제, 구체적인 

행위와 태도, 담론의 제한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소통의 방식을 

규정한다(박병락, 2009: 265-266). 예를 들어 “학교의 프로그램을 계획

할 때 어떤 과목을 언제 가르치고 그 과목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과목에 한 

의미를 평가하는 학생들의 가치 척도로 투영된다”(Eisner, 1979: 116).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즈너(1979)는 학교가 이니셔티브를 계발하기보

다 순종하는 태도를 기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통

하여 배우게 되는 교훈은 교사가 원하거나 기 하는 것만을 제공하라는 

것이다(111). 그러나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억압과 복종만 있는 

것이 아니다”(박병락, 2009: 255). “권력의 지배는 완벽하지 않으며, 

그래서 지배집단이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부정적인 세력으로 경험되지

만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인간행동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변증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권력이란 정부, 지배계급, 여타 

지배집단의 공적, 사적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권력의 부재와 그에 따른 모든 저항의 형식을 특징으로 하는 피지배층의 

저항적인 공적 공간의 영역에도 권력은 넓게 편재되어 있다”(Giroux, 

1988; 박병락, 2009: 260에서 재인용). 

학교에서 권력관계의 속성은 교사들의 수업과 학생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수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업의 효과와 교직의 만족도를 객

관적인 시험결과에서 찾지 않고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 태도에서 찾고 있다”(Jackson and Belford, 1965: 11)는 연구 결과

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특정 교육방법에 한 학생들의 반응이 별로

이거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할 때 즉 교육 목표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판

단될 때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방식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권력은 

자유로운 주체에만 행사되기에 저항은 필연적이다. 이해관계의 변화가 

생기거나, 관계의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 권력

관계는 저항과 갈등이 생기고, 그 결과 권력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

게 된다”(박병락, 2009: 261).



- 89 -

3) 학교의 인적 요소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학교행정가와 

교사, 학교행정가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 표적인 사회적 관계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서 

지배, 복종, 저항 등의 형태를 띤다”(김 현, 2011: 37). 김종서

(1987)는 [그림 1]과 같이 잠재적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인적 구성 요소로 학교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잠재적 교육과정의 인적 요소

이러한 인적 요소는 개념적으로는 모든 요소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에 

연쇄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인적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한, 압력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압력은 일방적일 수도 있고 상호적일 수도 있다. 또한 상호작용의 질

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이 상호작용의 강도이며 다음은 상호작용 내용의 

일관성이다(144-145). 인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 특히 교사와 학생, 교

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에 따라 수업을 비롯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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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모습은 영향을 받는다. 

김종서(1987)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학교의 인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

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학교장은 교사에게 압력을 발산하며, 교사는 

학교장 및 학부모로부터의 압력을 수용하고 아동에게 발산하며, 학부모

는 학교장, 교사, 아동에게 압력을 가하며, 아동은 모든 압력의 수용을 

강요당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146)고 본다. 예를 들어 학

입시 성적에 한 교장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 교사의 수업과 생활

지도는 이러한 압력으로부터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다. 한편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 하다. 학생들은 교사로부

터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처벌이나 훈계를 듣지 않

기 위해 말썽 피우는 것을 자제하기도 한다. 교사가 무심코 한 말이지만 

그 말을 계기로 학생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반 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압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도 한

다. 입시경쟁이 과열된 현재의 구조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학원 수강

을 위해 학교수업에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부모님이 허위로 병원 진단서

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해당 학생이나 친구들이 경험하게 되

었을 때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이 갖는 허구성을 깨닫고 실

질적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함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사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학급에서의 학생들의 불성실한 생활 및 수업 태도로 인해 교사는 계획한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잭슨과 김종서의 논의는 인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김종서의 논의에서 학

생과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의 측면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림 2]와 같이 수정하였다. 학교행정가를 교사의 범주에 포함하였는데 

학교행정가는 학교에서 그 영향력이 크지만 넓게 보면 교사의 범주에 포

함할 수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 또한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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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적 교육과정의 인적 요소 수정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크기와 방향에 해서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

는 성질은 아니다. 하지만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일어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학

교생활을 하는 중에 맺게 되는 주된 인간관계가 학부모, 교사, 동료 학

생들이라는 측면에서 각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보

자. 학생들의 가정생활을 함께 하는 학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태도는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은연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 또한 부모에 한 태도에 있어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

는 학부모와 학생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됨을 알려준다. 교사와 A라는 학생이 주고받는 상호 작용 또한 수업

이나 동아리 활동, 조종례 시간 등을 통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수업이나 조종례 시간에 교사가 어떤 사회 현상에 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반응은 학생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영향력은 상 적으로 적을지라도 학생의 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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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는 교사의 학교생활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 요소 중에서도 

매우 강력하다.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가  교사, 학부모와 학생의 관계

와 다른 점은 비교적 평등한 관계라는 점이다. 학생들은 지시적이고 금

지적인 경향을 자주 보이는 교사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또래 동료 집단인 학생과 학

생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암묵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시 에 따라 각 구성 요소가 지니는 힘의 크기와 상호작용에서 

역할의 강도는 다소 달라졌을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

는 동시에 학생의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 참여자

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하다. 인적 요

소에 해당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작용을 하기에 앞서 각자 경험

한 삶의 맥락이 주는 다양성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학교통일교육과 연관 지어 예를 들어보면, 분단 이후 벌어진 전쟁

이나 교전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과 단순히 관광객으로 북한 지역을 

방문하여 북한을 이해한 사람이 갖는 북한에 한 관점, 통일에 한 관

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개인적 삶의 경험은 학교

교육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모습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4. 학교통일교육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

천과 요소를 <표 1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육과정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와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사회문화적 조건, 그리고 정보를 

학교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매체 등은 학교 밖 사회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

데 군집성과 경쟁문화 등의 생태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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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권력관계의 속성을 띄고 있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요소

의 측면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의 태도는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이다.  

원  천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요  소 

◦교육과정 밖 정보

◦사회문화적 조건 

◦지식 전달 매체 

◦군집성 

◦경쟁문화 

◦권력관계

◦학생의 태도

◦교사의 태도

◦학부모의 태도 

<표 19>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과 요소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과 요소 간의 관계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으로 제시한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접하게 관련되어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 

[그림 3]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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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성, 경쟁문화, 권력관계와 같은 학교의 생태도 학교 밖 사회 환

경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사회는 다시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다. 학생들은 학교의 생태를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학교문화를 통해 잠재적 교육과정을 경험한다. 또한 학교 안과 

밖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정

보 등의 잠재적 교육과정과 더불어 학교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경험

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한다. “결국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론자들의 합리성이 반영되어 사회정치적으로 조직되

는 명시적 교육과정과,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일상적 합리성을 기초로 

구성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한준상, 1986; 박

순경, 1996b: 45-46에서 재인용). 따라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그 범위와 

깊이가 매우 넓고 깊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에서 잠

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에 한 이해와 개선방안에 한 아이디어를 도출

해야 한다.

1) 학교통일교육의 현실 이해 기회 부여

“교육과정을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학습 경험이나 지식체계로 정의

할 때, 교육과정은 사회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현실은 교육과정

에 진술되지 않은 보다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한준상, 1986; 박

순경, 1996b: 45-46에서 재인용). 한준상은 “교육의 과정적 현실성은 

공식적 교육과정보다는 비공식적 교육과정, 혹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이

해할 때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배지현, 2013: 2에서 재인용)

고 주장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은 어떠한 교육적 의도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언제나 의도한 처방이 계획 로 적용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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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한 개발 패러다임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하는 학교교육의 다양한 결과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 않은 학교교육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학교교육이 처방과 결과가 인과관계에 따라 명

확히 밝혀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피터스(Peters)와 브르디(Broudy)는 의도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학

습의 결과’는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술적 개

념과 원리, 가치 개념과 규범 등의 교육내용과 그것을 담고 있는 교과목

과 교수방법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결과는 그

에 한 평가 활동과 함께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박순

경, 1996a: 288에서 재인용). 

 라코스키(Lakomski, 1988)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잠재적 교육과

정이 사실에 한 개념이 아니므로, 증거가 없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주

장은 원칙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451)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증명

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들은 “다

른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의해 유발되었을 수 있고 미확인된 리인들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Lakomski, 1988: 453). 

명확한 인과관계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잠재적 교육과정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형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목표가 그에 맞는 결과로 나타

나지 않고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 때 원인에 한 탐구 범위를 학교안의 

논의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은 중력이나 유전적 

구조와 달리 일관되고 규칙적인 원칙에 의해 설명되기 쉽지 않은 실제적

인 형태에 있어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Vallance, 1982: 5). 잠재적 

교육과정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학교교육의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 인과관계에 한 연구도 정당성

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통일교육의 결과가 목표 한 만큼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연구자들은 학생과 교사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수업활동 결과물에 한 분석 등을 통해 영향을 미

친 원인들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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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의 관심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 제작·배포하는 통일교육지침서,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각 교과에서

의 통일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개발 패러다임의 교육과정 

논의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듯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통일교육 교육

과정의 투입과 그 결과로서 통일의식 향상을 기 해 왔다.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에 한 전통적 접근만으로는 학교통일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총

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학생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교육과정 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실제 행위 등 학습 결

과로 나타난다. 학교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

하여, “잠재적 교육과정과 형식적 교육과정이 갈등 또는 립할 때에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재

희, 2010; 박성춘, 2012: 295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학생들의 통일의

식과 통일교육 실태에 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 관련 정보들은 국가의 

홍보물이나 학교 교육을 통하는 것보다는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더 많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30)고 

보고되고 있다.

“의도되지도 않고 계획되지도 않았지만 발생한 교육결과에 관심을 

갖고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러한 결과를 유발한 요인이 무

엇인지를 밝히려는 노력은 교육과정 연구의 핵심에 해당한다”(김재춘, 

2002: 57-58). 학교통일교육에 한 연구가 교육 방향에 치우쳐 있다는 

연구 결과(박성춘, 2012)는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학교통일교육 연구가 

형식적 교육과정의 학교 적용 결과와 그 원인에 해 무관심했음을 반증

한다. 학교교육의 결과에 주목한 기능주의적 관점, 비판적 시각에서 사

회구조적 모순이 반영된 것으로 학교교육을 이해하는 갈등론적 관점, 학

교 교육 현상을 교육 주체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

고 있는 해석학적 관점 등은 학교 교육의 원인과 결과, 형식적 교육과정

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존재 등에 해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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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 보완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전까지의 교육 연구를 지배해 온 실험처치와 

명료한 인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상

궤22) 일탈로 간주되기도 한다”(박순경, 1996a: 285-286). 그러나 잠재

적 교육과정을 포함한 형식적 교육과정 또한 실험처치와 같이 명료한 인

과관계를 통해 파악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

하였는가를 명료하게 밝혀내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작용한 원인 요소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

받게 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그 발생적 맥락을 보거나 교육에의 시

사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 패러다임보다는 이해 패러다임의 맥락에서 해

석될 필요가 있다”(박순경, 1996b: 55; 김재춘, 2002: 55). 학교통일

교육에 한 이해는 학교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며 이는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준상은 “교육의 과정적 현실성은 공식적 교육과정보다는 비공식적 

교육과정, 혹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이해할 때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이해가 교육과정이론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글스톤

(Eggleston)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교실 내 교육과정 실제의 중요한 안

내자로 규정하였다. 그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제 로 학습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교육과정도 엉망이 될 것”이라며 잠재적 교육과정 학습에서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였다(배지현, 2013: 2에서 재인용). 

형식적 교육과정만을 교육과정 논의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전통적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주장은 교육과정 연구의 발전에 기여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발 패러다임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과

정이 인과관계가 명확한 성격의 것이라면 교육과정에 한 더 이상의 논

의는 무의미하다. 교육 목적에 따른 처방이 계획 로 실시되고 의도한 

22) 언제나 따라야 하는 떳떳하고 올바른 길, 즉 ‘바른길’을 의미한다(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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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난다면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 없고, 오로지 처방을 충실

하게 따르는 실천만이 필요하다는 개발 패러다임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

하기 때문이다”(김재춘, 2002: 57-58). 한편 그동안 학교통일교육에 

한 형식적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나

름 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학교 현장에 처방되었지만 

그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학교통일교육을 둘러싼 잠재

적 교육과정에 한 관심은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보다 과

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는 통일 지향적 의식의 함양과 관련

하여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

육과정 밖의 다른 공간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그동안의 논의는 

간과해왔다. 혹은 이러한 가능성에 해 짐작은 하더라도 학교통일교육

의 잠재적 교육과정 요소에 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가 불명확하고 

설령 그 실체를 밝혀낸다 하더라도 학교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

성에 해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교사와 학교, 교육 당국이 계획한 교육과정 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있다면 학교통일교육의 지향점, 현실과 장애요인을 논함에 있어 형식

적 교육과정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 영향 요소를 함께 찾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학교통일교육의 실행 양상을 제 로 이해할 수 있고 문

제점 보완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통일

교육 현실에 한 이해와 개선방안을 위한 논의는 그 범위를 보다 확장

하여 형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가

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로 학교 밖 사회 환

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등으로 체계화하였다. 이어지는 장

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들이 학교통일교육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고 있는가를 문헌 검토와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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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

1. 학교 밖 사회 환경과 학교통일교육

“한국의 통일교육은 국내외적 환경과 남북한 관계, 통일정책, 통일

운동 등 통일교육 관련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박찬석, 1998: 

i). “통일에 한 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일여건에 한 의식과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다”(이성우, 2013: 115-116). 정용하(2013)의 연

구에 의하면 서로 다른 시기에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강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인식에서 차이를 나타냈

다. 이는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어떠한 영향요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요소는 학생 개개인의 가치관, 직·간접적 경

험, 사고방식 등의 개인적 요인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외부 환경, 사

회적 분위기, 사건의 발생 등의 제도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

쳐 궁극적으로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다(433). 

분단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 지속적인 탈북

자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산가족 출현, 탈북자의 남한생활 적

응 과정의 문제, 남과 북의 체제 유지와 안보 비용의 증가, 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남북의 이념적 갈등 상황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한 억압, 민주주의 

발전의 지연,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경제발전의 지체, 사회복지 정

책 실현의 한계 등 수많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조직화되어 있

다. 분단이 빚어낸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학교통일교육과 상호작

용하면서 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 밖 사회 환경과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을 [그림 4]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한 명의 학생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교육과정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다양한 정보가 생산되고 

이러한 정보는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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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교 밖 사회 환경과 학교통일교육

이 장에서는 학생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밖 사회 

환경의 측면에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교육과정 밖의 

정보,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사회문화적 조건,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

달하는 매체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밖의 정보와 학교통일교육

청소년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 “가정, 학

교, 친구집단과 같은 근접환경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같은 

광역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근접 환경의 영향을 파악하는 관점이 필요하

다”(이미리 외, 2014: 33). 통일교육이나 통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학교 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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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이러한 논란을 접한 교육 관계자들 또한 영향을 받으며 자신

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의 모

습은 학교의 교육활동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다시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일부 학교에서는 6.15 기념 노래를 방송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내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김 중 통령이 

뒤에서 미는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표현한 학생 그림을 교실에 전시하는 문

제로 논란이 이는 등 매우 구체적인 갈등이 일어났다(황인표, 2006: 306).

이러한 사례를 접한 학교 구성원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우선 중단하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

적인 응이다. 논란거리가 되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된 교사들은 논

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관련된 교육활동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음

으로서 문제를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에서 생긴 

사건이 사회로, 다시 다른 학교들로 전파되면서 학교통일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학교가 물리적으로 학교 밖 사회 환경과 단절되어 있지 

않거니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제도적 요소는 끊임없이 사회와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로 전달되는 정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학

생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북한의 행위, 북정책과 통일정책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조정아(2007)는 통일에 한 규정력을 갖는 것은 통일교육이 아니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역학관계이므로 교육은 제도적, 정치적 

통일과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사회의 통합’, ‘사람의 통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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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촉매로 작용하므로 통일교육은 통일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필요조건에 해당한다(286)고 본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에 

맞춰 충실하게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남북관계가 상호 립적

인 방향으로 전개되는가, 상호협력과 화해의 방향으로 전개되는가에 따

라 그 기조와 내용이 달라지는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조정아, 

2007: 293)는 현실은 학교통일교육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는 북한에 한 인식, 남북 간 관계의 이슈를 바

라보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005년과 2012년에 학 교양강좌

의 수강생들을 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통일교육 후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정용하(2013)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북한을 이른

바 ‘악의 축’으로 분류하고,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부시와 공화당 행

정부가 2009년 오마바와 민주당 행정부로 교체됨으로써, ‘통일에 해 

적 적인 국가’로 미국을 지목하는 응답률을 43.2%p23)나 감소시킨 것

으로 분석하였다(434). 

또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 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

었고, 특히 2010년 이후 북지원과 경제협력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우

리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확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응답이 

14.1%p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거의 사라질 정도로 축소된 남북 간 

경제협력에 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이 24.6%p나 증가하였다

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천안함’과 ‘연평도’로 이어진 무력충돌로 

인해 조성된 북한에 한 경계의 분위기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해

야 한다’는 응답을 36.4%p나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정용하, 2013: 

434-43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남한 정부

의 북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북정책과 같은 국제 정세가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인용한 논문의 원문에서는 %로 표기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확인한 결

과 %p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판단하여 이후 관련된 표기에서 %p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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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강주현(2013)의 연구

에 의하면 상이한 북정책을 펼쳤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 조적

인 남북관계를 반영하듯이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한 인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협력 상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이러한 비중이 

점차 줄어들더니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을 경계 상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이것은 정권 교체에 따른 북정책의 변화 뿐 아

니라 2009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안보 위협을 느낀 우리 국민

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였다(103).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한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일정한 경향

성이 발견되었다. 서울 학교통일평화연구원(2017B)의 2016 통일의식조

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해 친 하게 느끼는 시

각이 증가한 반면, 북한에 한 시각은 보다 부정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

다. 북한에 한 친 도는 특히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크게 

하락하였는데,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공포정치와 계속되는 

남도발 등이 북한에 부정적 감정을 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에 한 친 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지난 10년간의 조사가 부분 보

수정권 아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친미적 외교노선이 국민들의 

의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6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9.11테러, 미국 행정부의 권력 교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남한 내에서 정권 교체,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

북관계의 변화 등이 남한 사람들의 북한 및 주변국에 한 관점, 국가보

안법과 북 지원과 같은 국내 현안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 있어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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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행위

“북한은 통일의 상 이며 독자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행위자이

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고 설정하더라도, 북한이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황

인표, 2014: 26). 이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등한 주체로서 북한의 

행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남

한 사회와 그 구성원인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인터넷과 TV 뉴스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북한의 행위는 통일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학교통일평화연구원(2013)의 통일

의식조사에서 북한을 협력 상으로 본다는 응답의 경우, 20 의 41.5%

만 협력 상이라고 답해 가장 낮았고, 50  이상이 44.6%, 이어 30 , 

40  순이었다. 연구원 측은 20  연령층이 북한에 한 적 의식은 높

은 반면 협력의식은 가장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젊은 세 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긴장고조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홍

수진, 2014).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하여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

이 89.3%에 이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연구원 관계자는 2010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뒤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무인기 남파, 한미 연

합 군사연습 비난 등이 있었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한 불안과 위기의식

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이철호, 2014). 

정용하(2013)는 북한의 경제 위기가 남한 사람들의 통일의식에 영향

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05년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

면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12.9%p 감소하였고, ‘남북

한이 등하게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7.1%p 감소하였다(433)

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 사후의 체제 위기와 선군정치의 강화와 관련하

여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혁명 전략이 통일의 장애요인’이라고 평가

한 응답이 30.6%p나 증가하였고, 북한체제에 해 ‘자주적이고, 강고한 

체제’로 평가한 응답은 거의 없어진 반면, ‘붕괴를 희망하고, 붕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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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는 31.4%p 증가하였다(정용하, 2013: 43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

적 위협을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 학생들은 통일의 장애요인에 한 응답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40.0%로 가장 높았다(통일교육협의회, 2014: 

12). 2016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도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

협’이라는 응답이 32.1%, 변하지 않는 북한체제[독재, 사회주의 등] 

23.4% 등이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15-18).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선택지는 ‘전쟁위

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이고 해가 거듭될수록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응답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의 장

애요인으로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변하지 않는 북

한 체제’에 응답한 비율이 2014년 38.4%, 2015년 52%, 2016년 55.5%로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B: 

1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C: 16-1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18). 

이러한 결과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과 

같은 군사적 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미사일 발사, 무인기 남파와 같은 군사적 위협,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한 북한의 비난, 북한의 경제 위기, 장성택 처형 등 북한

의 행위가 북한에 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 북정책과 통일정책

북정책이 통일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정책과 북정책이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구분된다고 말할 수 없다. “북핵 실험과 그에 따른 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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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통일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서울 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7B: 56). “정

부의 성격, 통일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따라 정부는 

북정책에 한 변화를 시도하며, 이는 통일교육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박문갑, 2011: 339). “정부 북정책에 한 찬반을 둘

러싸고 분출되는 ‘남남갈등’은 우리 국민 내부에 통일인식 격차가 크

게 존재함을 증명하는 표적인 예”(김병조, 2015: 5)라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인식 차이는 통일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함택영 등(2003)은 통일교육이 통일정책에 종속된다고 주장한다. 통

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남북한 간에 가능한 통일방안에 조응할 수밖에 

없고 통일교육이 기존의 통일방안의 기조를 넘어서서 통일문제에 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 적 자율성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

니지만 그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상 적이라는 것이다(46). 정부가 어떤 

북정책, 통일정책, 주변국과의 외교정책을 펼치는가는 통일의식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안이 되었던 ‘ 북 전단 살

포’에 한 정부의 불개입 정책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열릴 것으로 기 했던 남북 화를 멈춰버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

북한 사람들 모두에게 안보 불안 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적

인 구도가 지속되는 동안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의식보다 위협적인 적 자로서의 북한에 한 이미지가 더욱 커질 수밖

에 없다. 이러한 환경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공기를 함께 마시

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도 그 로 스며들 수밖에 없다. 

함택영 등(2003)에 의하면 정부의 통일방안을 둘러싼 논쟁 또한 통일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쟁점의 하나인 

두 국가(two Koreas)론과 한 국가(one Korea)론은 통일교육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두 국가를 상정한다면 타자와의 공존,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단일 민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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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을 궁극적인 과제로 삼는다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56). 

2000년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된 평화적 분단 관리 패러다임은 통일

이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장기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한

반도의 평화정착을 중시하고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선행을 강조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한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김진하

(2010)는 분단 관리에 기초한 통일담론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통일에 

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을 증 시켜 왔다고 본다. 통일이라는 명제의 

당위성을 평화 유지로 체시킴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저해하는 부

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변종헌, 2012a: 170에서 재인용)고 본다.

북지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강주현(2013)에 의하

면 상이한 북정책을 펼쳤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 조적인 남북

관계를 반영하듯이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한 인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협력 상으로 인지하

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이러한 비중이 점차 

줄어들더니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을 경계 상으로 인지하는 비율

이 더욱 높아졌다(103). 

서울 학교통일평화연구원(2017B) 조사를 통해 이념과 당파성에 따른 

정부 평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정부의 북정책과 현재의 경

제상황, 그리고 통령의 전반적인 직무에 한 평가 등 정부 평가에 미

치는 이념과 당파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지지자일수록 정

부에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통령이던 박

근혜 통령의 직무에 한 평가를 내리는 항목에서 특히 새누리당의 당

파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이 통령을 긍정적으

로 평가할 확률은 무당파에 비해 무려 7.32배나 높게 나타났다(217). 

전체적으로 통일과 북정책의 인식에서는 더민주당 지지층이 두드러

진 당파적 성향을 보인 반면, 정부의 북정책과 직무평가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높은 수준의 당파적 차이를 보였다. 특히 통일과 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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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서는 뚜렷한 당파성을 보이지 않던 새누리당 지지층이 북정책과 

통령의 평가에 있어서는 가장 당파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들이 어떠

한 차별화된 이슈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보다는 당

파성에 입각하여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서울 학

교통일평화연구원, 2017B: 221). 통일에 한 인식, 북정책에 한 

인식, 그리고 북정책과 정부에 한 평가 등에서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이념적 차이보다는 당파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B: 220). 

연구자들은 북정책과 통일정책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성격, 북한의 행위에 한 정부의 응 방법, 통

일방안에 한 견해 차이 등은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또한 북정책에 한 지지와 반 는 국민들의 당파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2) 사회문화적 조건과 학교통일교육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학교 안과 밖의 사회문화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매우 다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좁게는 교실 상황이 실제적으로 접한 영향을 주게 되고, 다음 

층으로 학교 상황 및 환경이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 작용의 장으로 영향

을 주며,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적 상황과 분위기가 교육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된다(황인표, 2006: 87).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둘러싼 환경은 물

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심리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구성이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학교의 심리적 환경의 

영향도 크다. 이 항에서는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적 조건으로 남북관계, 남한 사회의 변화, 분단의식과 남남갈등, 통일교

육의 정치적 민감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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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제2차 세계 전 후 강 국들

의 이해 갈등의 직접적인 피해자였고 안으로는 새로운 국가 건설 방향을 

둘러싼 극심한 이념적 결을 경험하였으며 급기야 한국전쟁을 통해 적

적인 분단 상황을 초래하였다. “분단 이후 남북의 결상황은 상 방

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 방에 한 부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 정

당성을 인정받는 데서부터 기인했다”(김근식, 2008: 22-23). 

냉전시 에 상호 적 적 관계였던 남한과 북한은 상 방의 장점보다

는 단점을 중심에 두고 비방과 비난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면서 내적 단결

을 공고화해온 측면이 있다. 상 를 비난함으로써 내부의 부정적 측면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비합리

적인 방식으로 내적 단결을 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일방이 다른 쪽을 닮아가거나, 혹은 서로가 상 를 닮아가는 현상도 나

타났다”(이종석, 2012A: 34). 한완상(2013)은 이를 남북 간의 불신과 

결, 증오와 긴장을 부추기는 ‘적 적 공생 관계’의 작동으로 해석하

였다. 남북 양 체제의 권력 주체는 안으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마다, 곧 그들의 권력이 체제 안에서 도전을 받거나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이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짐짓 상 방 체제로부터

의 위협을 심각한 것으로 각색하고 과장해왔다(8-9)는 것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남북한은 각각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

을 통해 상 를 자신의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헌법은 

‘ 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2012년 4월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

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여 인민 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안문석, 2012: 19). 

남한과 북한은 각각 “상 방을 국가나 법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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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법단체로 파악”(이효원, 2012: 25)하고 있다. “「남북관계발

전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

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제1조에서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모두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반

영하고 있는 것이다”(이효원, 2012: 3).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

생들의 삶 속에 일상화되어 영향을 미친다. 통일교육지침서는 부분적으

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통일 및 북한문제를 바라볼 것을 

서술하고 있다. 지침서에서는 올바른 북한관을 통일교육 목표로 제시하

고 있는데, “올바른 북한관이란 북한 실상을 있는 그 로 이해하면서 

북한을 장차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 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보

를 위협하는 경계의 상으로서 인식하는 관점”(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7)으로 제시된다. 통일을 강조하는  수업에서 이러한 양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접하는 아래와 같은 장면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까지 전국 단위 민방공 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미국의 군사적 해법 발언 

등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는 훈련인 만큼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

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40개 도시 상공에 가상 적 전투기를 출

격시키고 유색 연막탄을 사용하는 등 실제 공습 상황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

됩니다. … 중략 … 이번 훈련은 KBS 1TV를 통해 특집생방송으로 방송될 예

정입니다(박혜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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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수업이 시작될 무렵 요란한 사이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긴박한 비상훈련 안내 방송, 중단된 수업, 방송을 통해 흘러나

오는 전쟁 상황에 한 설명,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북한 등의 메시

지가 가감 없이 학생들에게 소개되고, 학생들은 실제 피훈련에 참가하

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훈련의 유용성 여부가 

아니다.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 한 비 훈

련이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것이 학생들의 의식에 미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 사회 환경의 변화

지금까지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논리로 민족공동체가 강

조되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는 국민국가의 개

념을 고수하기가 어렵게 된 다문화사회에서 민족주의는 민족 외부를 차

별하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기 쉽다”(이수정, 2012: 66). 다문

화 사회로의 변화는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통일담론이 적

절한 것인가에 한 문제를 제기한다. 분단과 다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에 한 연구가 지속되는 한편 세

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족 담론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

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박성춘·

이슬기, 2016: 8). 

통일 논의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간직한 채 오랜 기간 분단되어 살아

온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과정과 방법에 한 것으로 

이 논의에는 반드시 새로운 단일 공동체의 필요성에 한 근거가 제시되

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공동체의식에 한 맹목적인 강조로 일관해 왔던 

지금까지의 “통일교육 논의는 다문화 사회, 글로벌 사회의 도래와 함께 

그 타당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민족 공동체 중심 통일교육은 한계에 직

면하고 있다”(박성춘·이슬기, 2016: 71).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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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일 민족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서 다문화교육을 강조하

였다. 이는 2007년 유엔인종차별위원회가 외국인과 혼혈을 차별하는 단

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고 권고한 것을 받아들인 결과이다”(윤

영돈, 2010; 박성춘·이슬기, 2016: 81에서 재인용). 사회적 환경의 변

화가 그동안 당연시 되어 왔던 민족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학교통일교

육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은 학교통일교육 논의에서 극복하고 발전

시켜야 할 과제이다.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변화 또한 학교통일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 상황의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변종헌(2012b)은 포스트모던 사

회로의 변화의 관점에서 학교통일교육을 논하였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총체성과 보편성을 중시하던 거 담론의 시 로부터 차이에 주목하고 개

별성과 다원성을 중시하는 시 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은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 등 추상적인 거 담론에 

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기성세 보다 더 세계화

되고 디지털화된 세계 속에서 태어나 공동체에 한 소속감이 약한 반면

에 개인주의와 실리추구의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청소

년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이나 국가에 한 관념 또한 변화하고 있고, 국

적 자체가 운명적인 것이기보다는 점차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것이라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177-178)는 것이다.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

서 민족공동체와 같은 거  담론보다는 전쟁 위기에 한 두려움, 분단 

비용에 한 걱정 등이 통일에 한 고민의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현

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또한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의 통일교육은 내용과 방법 면에서 볼 때 인터넷과 SNS로 표

할 수 있는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 내지 기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왔다”(변종헌, 2012b: 179). 이는 SNS를 통한 

사회 환경의 변화가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한다. 학생들이 과거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판단 

근거로 삼았다면 오늘날 학교에서 제시하는 정보 이외에도 SNS,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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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청소년 통일

의식 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조사 등에서  TV/라디오, 인터넷/

블로그/SNS, 신문/잡지 등 학교 밖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조사 결과

는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수업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을 추론해볼 수 있는 목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더 강화

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및 글로벌 사회로의 변화,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변화,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등은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뿐만 아니라 기

본적인 지향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남북관계 및 통일에 한 불확실성, 

통일에 한 부담과 사회적 혼란 가능성 인식, 통일에 따른 개인적 이익

에 한 회의적 전망,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교사들의 관심과 이해

의 부족 등 기존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도 급급한 현실에 처해 있다. 

다. 분단의식과 남남갈등

함택영 등(2003)은 통일교육에서 분단의식의 극복을 강조한다. 많은 

이들이 한국사회의 비민주적 관례라고 주장하는 여러 태도들, 즉 이분법

적 사고, 다른 것에 한 불관용, 권위주의, 군사주의, 집단주의, 배타

적 민족주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분단체제하에 형성된 이러한 비민주

적인 행동양식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평화로운 사회운영을 방해하고 지

역 간 빈부 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49). “분단구조 속에서 

남북 간의 결이 심화되는 것은 양 체제 안의 권력주체가 극단주의적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체로 남쪽에 극우 수구세력이 집권하고 북

쪽의 극좌 군부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남북 간 냉전 결은 극단으

로 치닫게 마련이다. 남북 양 체제의 권력 주체는 안으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마다, 곧 그들의 권력이 체제 안에서 도전을 받거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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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이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짐짓 상 방 

체제로부터의 위협을 심각한 것으로 각색하고 과장한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겉으로는 상 방 체제의 권력주체를 미워하고 악마화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양 체제의 극단세력은 서로 도와준다는 기막힌 역설과 위

선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한완상, 2013: 9-10). 

분단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 분단의식은 이제 더 이상 자각하지 못할 만큼 내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반도 국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쪽 면으로는 이동조차 불가능한 기막힌 현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이고 있고, 분단 이후 결적인 남북관계의 현 사는 승자와 패자를 중

심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도 심화시켜 놓았다. 

권혁범(1998)은 한국의 반공주의가 공산주의에 하여 적 적이고 배

타적인 논리와 정서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북한공산주의 체제 및 정권

을 절 적인 ‘악’과 위협으로 규정, 그것의 철저한 제거 혹은 붕괴를 

전제하며 아울러 한국(남한) 내부의 좌파적 경향에 한 적 적 억압을 

내포하고 있다(10)고 보았다. 반공이 최우선의 목표이고 과제라면 그것

을 위한 모든 시도와 수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정치·군사·안보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일상적 사고의 영역에 깊게 스며들어 있으며 사회구

성원의 정신 속에 특정한 정치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자발적·자동적으로 

유발하는 일종의 회로판을 형성하여 자기 감시와 처벌의 일상적 사고체

계가 작동하여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사회적·문화적 상상력을 

좁은 틀에 억제하며 열린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권혁범, 1998: 11-37)고 본다. 이러한 획일화된 사고체계와 규율사

회의 폐해는 사상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는 학술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연

구자 스스로 자기고백을 담는 것으로 이어진다. 

오해를 사서 ‘용공’이라는 딱지가 붙지 않게끔 ‘균형’을 유지해야 한

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북한에 한 학술적 비판에 ‘반공주

의의 잔재’나 ‘양비론’이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조심하는 연구자, 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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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모습을 이 순간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 입장을 미리 밝힌

다면 나는 현실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북한사회주의 체제 및 정권

에 해 매우 비판적이다. 당연히 현실적 의미에서의 공산주의를 반 한다. 

그러니까 나의 반공주의에 한 비판적 연구를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봐서도 

반공주의 비판을 ‘용공’이나 북한 정권에 한 이념적 면죄부를 주려는 시

도로 보아서도 안된다. … 후략 … (권혁범, 1998: 9). 

우리 사회의 획일화된 사고체계와 반공주의는 남남갈등의 주요한 원

인이다.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도 학교통일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

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복잡하게 논의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기도 하였다”(박성춘, 

2012: 279). “북한과 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포용정책 지지자

들에게 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친북좌파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

다”(이종석, 2012: 8). 남한과 북한은 냉전 시기의 이데올로기 갈등의 

후유증을 여전히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점의 차이는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다양한 관점의 주장으로 인하여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에 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박성춘, 2012:279). 문제는 남

남갈등이라는 현상이 학생들의 삶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이 현상 속에 학생들 또한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함께 살

고 있다는 것이다. “남남갈등의 표출은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에 어려

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교육적 성과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변종헌, 2012a: 170).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가치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들이 

분단의식이 작동하는 한반도 내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북한, 

통일에 한 입장 차이를 그 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극단

적인 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념적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논쟁으로, 지역 간의 갈등으로 확 되기도 한다. 한국의 정치는 이러한 

분단구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통일의식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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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일교육의 정치적 민감성 

 

교육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서로 무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교육 현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은 정치

와 접한 연관이 있다. 최성광(2013)은 학교가 정치적 기구로 작용해 

온 현실을 지적한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진보세력들이 교육정책을 수

립하는 힘을 갖게 되면서 학생 인권 강화, 체벌 금지, 무상 급식과 같은 

정치적 이념에 따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의 공과는 현재까지도 논의의 상이 되고 있지만 학교가 정치적 이념에 

귀속되어 이념에 따른 정책 추진의 시험 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164-166)는 것이다. 

학교교육 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접하게 연관되어온 한국의 현실에

서 학교통일교육은 이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교육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특성상 정치적 중립을 담보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  속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북정책 및 통일 관련 정책, 남북관계의 영향을 지 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통일교육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정치적 상

황이나 정부의 정책, 남북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다”(황인

표, 2014: 24-25). 이러한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을 정치적 이슈 중심으로 이끌게 된다. 둘째, 통

일이라는 문제를 거  담론으로 만들게 된다. 셋째, 통일교육에 한 수

요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통일교육을 정치적 문제로서 

통일문제로 설정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곧 통일교육에 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황인표, 2014: 

38-39). 

다른 영역과 달리 통일교육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사실은 통일교

육을 다룬 도덕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도덕과 교과서는 11개 주제 영역으로 나뉘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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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91개의 기준에 따라서 집필되었다.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1개 주제

당 8개 가량의 집필 기준이 제시되겠지만, 통일교육 영역의 집필 기준은 

20개가 제시되었다”(박성춘·이슬기, 2016:144). 다른 영역에 비해 통

일교육의 집필 기준이 더 상세하고 높은 비율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교육에 하여 정부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

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의 학교 통일·안보교육 가이드라인

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외부 강사 활용에 

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 담당자가 강의계획서 및 강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아 사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와 협의하여 

내용의 수정·삭제 등을 할 수 있으며, 외부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이 포함된 강사 수칙을 마련하고, 강사 수칙이 포함된 서약서를 받도

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6: 15-16). 교과서의 내용을 집필 기준으로 

지나치게 규제하고 수업 자료를 사전 점검하고 강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서약서 작성을 통해 확인받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임을 이해하지만 교육적인 의미에서 제 로 된 효과

를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3) 정보 전달 매체와 학교통일교육

학교 밖에서 형성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과 학교 활동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간다.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와 

동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 밖 가치와 정보가 전달될 수 있

다. 한편 학생의 삶에서 학교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정

에서의 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 가족, 특히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분단 문제, 통일문제, 북한에 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학생과 부

모, 교사 등과의 상호 작용에 한 논의는 다음 절의 인적 요소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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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 

항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통일, 북한에 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전달 

경로는 학교수업 외에도 다양하다. 2016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의하

면 학생들은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를 얻는 채널로‘TV/라디

오’33.1%, ‘학교 수업’ 28.6%, ‘인터넷/블로그/SNS 등’24.9%, 

‘교과서/참고서적’5.5%, ‘신문/잡지’ 2.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30). 통일교육협의회(2014)가 실시한 2014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는 인터넷 27.9%, 학교수업 27.7%, TV·라디

오 27.1%, 교과서·참고서적 8.3%, 신문·잡지 4.6% 등으로 나타났다

(12). 두 조사에서 학교 수업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

각 28.6%, 27.7%로 나타나고 있고, TV/라디오/인터넷/블로그/SNS/신문 

등에 한 응답은 각각 60.5%, 59.6%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 다른 매체를 통해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TV 프로그램, 방송 뉴스, 

신문 기사 등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달되며 이러한 정보에 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평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 밖 환경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통일에 한 의식을 형성함에 있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중

심으로 영향을 받고 이러한 내용들은 학생들이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SNS 활동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언론매체, SNS 등에 초

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언론 매체

“언론 매체는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막 하며, 언론 

매체를 받아들이는 일반 중과 수용자들은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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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사안만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이우승․영선, 2006: 

259). 이는 언론사의 논조에 따라 중들의 의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언론을 자주 접하는가에 따라 세상에 한 해

석과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언론사들이 통일

의식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보도에 있어 언론사가 

조사 결과 모두를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언론사와 기자의 

판단에 의해 중요한 내용을 찾고 부각시켜 보도하게 마련이다. 그 과정

에서 기사의 내용은 국민들에게 현재의 북의식, 통일의식 등에 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언론 활동의 표적 산물인 뉴스는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라, 우

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자이고, 지식의 보고이며, 판

단의 준거이다”(백선기, 2010: 3). 뉴스가 전해주는 정보의 성격을 어

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한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뉴스를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과 뉴스가 현실의 일정 부분을 

재구성해 보도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뉴스를 직접 생산

하는 사람들의 경우 뉴스가 현실을 그 로 반영한다는 입장인 경우가 많

지만, 많은 학자들의 경우 뉴스가 현실을 재구성하거나 구성한다는 견해

를 지니고 있다”(백선기, 2010: 107). 홀(Hall)은 언론 매체는 사건을 

여과 없이 방송할 수 없으며, 사건은 선택적으로 다루어진다고 주장한

다. 하틀리(Hartley)는 뉴스를 사건의 언어적·사회적·역사적 결정 요

소들을 단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작용해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수용자들에게 친숙하게 수용될 수 있는 인지 가능한 산물로 변형

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터크만(Tuchman)은 뉴스 제작진이 특정한 틀

을 가지고 뉴스를 제작하며 그 틀의 특징에 따라 뉴스의 내용이 변화한

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뉴스가 사실과 정보들의 단순한 전달이 아닌 일

정한 패턴으로 재조직되고 선별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하나의 구성된 현

실이라고 주장한다(백선기·이금아, 2011: 95에서 재인용). 이는 “언

론인의 의도에 상관없이 언론이 가치중립적 태도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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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작동하는 사회 내의 가치체계와 이데올로

기의 틀 속에서 현실을 바라본다”(정재철, 2009: 137)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언론은 태생적으로 아젠다 세터(Agenda Setter)일 수밖에 없

다.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McCombs, 2004: 5). 언론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정보 중에

서 선별적으로 기사를 내보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개입될 수 있

다. “신문은 그날의 아젠다가 가진 상 적 현저성을 알리는 수많은 암

시(cue)를 활용해 중과 소통한다”(McCombs, 2004: 20). 기사의 배치 

위치, 제목의 크기, 기사의 분량 등은 이러한 현저성을 암시하는 단서들

이다. “TV 뉴스 아젠다는 수용량이 더 제한적이다. 따라서 저녁 뉴스 

방송에서 언급되기만 해도 그 아젠다의 높은 현저성을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McCombs, 2004: 20). 소위 황금 시간 에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을 배치하는가는 언론사가 중시하고 있는 가치를 간접적으로 파

악할 수 있도록 하며 TV 뉴스의 경우 배치 순서나 보도 분량, 보도에서 

다루는 인터뷰 상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암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 사고를 보도할 수 없으며 특정 의제를 상 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언론 구독자들은 언론사가 제시하는 의제를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언론의 아젠다가 마침내 공공 아

젠다가 되는 것이다”(McCombs, 2004: 20).

“언론이 중의 논의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다”(McCombs, 2004: 

21)는 것은 사회적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는 현실을 있는 그 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회적 산물과 접한 연관관계에 놓인 보도를 하며 그 

속에서 의미가 해석되고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한다

(백선기·이금아, 2011: 96)”. 특히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치권과 사회

의 갈등에 집중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보도를 통해 “특

정한 집단의 관점만을 부각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권력관계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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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특정 관점을 ‘양극화’, ‘주변화’ 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담론

을 제한하게 된다”(백선기·이금아, 2011: 97). 언론이 설정한 특정 

아젠다를 중요하게 여겨 가치판단을 하게 되고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

른 다양한 입장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일 가

능성이 크며 그렇게 형성된 사회적 담론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남북한 이슈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매우 강력하

다. “언론보도는 때로는 남북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흐름을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강태호, 2000: 222).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론에 따른 서사 구조가 다르다면 아무리 보도 원칙들을 잘 

지켰다고 해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

른 인식은 서로가 양해되는 상황이 아니라,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갈등

을 겪을 수밖에 없다”(백선기, 2010: 31). “언론이 어떤 언어로 위기 

상황을 의미화 하느냐에 따라 수용자들이 갖게 되는 위기에 한 인식이

나 판단, 응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김동규, 2001; 도정은·나은

경, 2014: 388에서 재인용). 특히 “남북관계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미

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에 따라 사안을 인식하게 된다”(백선기·이

금아, 2011: 93).

남북한 관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남북한 이슈를 다루는 언론 보도의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먼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다. 학교통일교육이 안

보와 통일이라는 두 가지 강조점 사이에서 지향점의 혼란을 겪을 수 있

는 것처럼 북한 관련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민족화합이라는 이념적 지

향성 속에서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이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정재철, 2009: 150). 

다음으로 취재원 확보의 측면에서도 적 적 관계에서 균형 잡힌 언론

보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박용규(1998)는 일찍이 북한보

도의 경우 정부에 의한 통제나 이용이 이루어지면서 취재원이 지극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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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되어 제 로 취재를 할 수 없다는 점, 언론사가 북한 관련 보도에 

해 적극적인 관심 표명이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 보도에 있어서 이념적 편향성에 따른 비방, 비난 기사를 자주 게재

하는 것은 물론 상업주의적인 경쟁에서 비롯된 오보를 남발하게 되면서 

신뢰성을 크게 상실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201). 

또한 “북한 취재에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해서 그 모두가 

진실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 해도 지극히 

예외적이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사실은 될지언정 진실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강태호, 2000: 222-223). 북한에 한 정보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의 전달자 또한 다양한 조건 속에

서 나름의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한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가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북한의 기아 문제를 다룬 영상을 

통해 북한의 모습을 본 사람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을 통해 북한의 

모습을 이해한 사람에게 있어 북한에 한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언론 수용자가 어떤 이념성을 지닌 매체를 접하는가에 따라 통일의식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재철(2002)에 의하면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담론 구성체는 전통적인 반공이데올로기의 의미를 접합하고 있으며, 진

보․개혁 담론 구성체는 적극적으로 민족, 화해, 협력이라는 의미와 접합

하고 있다(314). 한편 보수매체의 경우 북한과 적 적이고 결적인 의

미를 담은 사설을 주로 내보내는 반면, 진보매체는 차분한 응과 갈등

해결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사설을 게재한다(이영애, 2003: 203). 

언론 생산자가 갖는 특성에 따라 언론 보도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

다. 정재철(2009)에 의하면 국내 언론사 기자는 북한 관련 보도에서 국

민정서, 특정 사건이 유발시킨 정세, 정부의 북정책과 북관, 보수 

언론의 북관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북한 뉴스 가치 판단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언론사 간부들의 신중한 북관과 방송사내 분위기 

역시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49). 또한 취재기자들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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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한 인식에 따라 강한 보수주의, 중도 진보주의, 강한 진보주의, 

중도 보수주의 등의 태도를 보였다(김재선, 2014: 5-6). 언론인들은 이 

사회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도하기보

다 국민 정서, 국내외 정세, 기자의 북한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뉴스를 생산하고 이는 언론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 SNS

청소년들은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기성세 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삶과 사고방식에도 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인

해 기성세 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학생들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체

득해왔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발달과 함께 수시로 급변하는 중문

화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특성도 쉽게 변화하는 유연하고 탄력적

인 특성을 갖는다”(이미리 외, 2014: 191).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

시(media literacy) 역량은 기성세 보다 탁월하며 뉴미디어가 등장할

수록 청소년들이 더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그동안 주류 언론으로서 기능해온 TV, 신문 등의 영

향력을 상 적으로 약화시키고 인터넷 공간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와 

정보습득의 경로를 형성하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

로 정보전달 매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다. “SNS는 인터넷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

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이희복·김 환·최지

윤·신명희, 2014: 368에서 재인용). 

SNS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소셜 

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 124 -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

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이미리 외, 2014: 194-195). 국내

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스토리가 표적인 SNS이다. 

SNS 이용 빈도에 한 조사에 의하면 매 2~3시간에 한 번 계정을 확인하

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매 30분 또는 1시간 마다 계정을 확인하는 빈도

도 20.4%와 20.5%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SK 텔레콤, 2012; 박웅

기, 2013: 306에서 재인용). 

이미리 등(2014)은 현 사회에서 SNS의 속성을 참여, 개방, 화, 커

뮤니티 구축, 연결 등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참여의 속성은 특정 주제

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지식과 의견, 견

해 및 피드백을 상호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SNS는 사용자의 피드

백과 참여에 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 댓글, 

피드백, 투표 등을 촉진하는 속성을 지닌다. 셋째, SNS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으로 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서

로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속성을 가진다. 넷째, 커뮤니티 

구축의 속성은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SNS를 통해 동일 관

심사나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연결의 속성은 SNS 활동 과정에서 사용

자가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과 이들 사이의 링크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호 

간에 관계 형성이 촉진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197). 

SNS 이용 동기에 한 연구에 의하면 “정보습득이나 관계유지, 정보

나 일상의 기록 및 저장,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맺기 등의 여러 동기들

이 존재한다”(이희복·김 환·최지윤·신명희, 2014: 370). 한국인터

넷진흥원(2016) 조사에 의하면 만 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10명 중 6명

(65.2%)이 SNS 이용자로 조사되었고, SNS 이용자 부분(93.7%)이 스마

트폰을 통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 이유를 3가지 

선택하게 한 결과, 친교/교제를 위해서(84.0%), 취미/여가활동 등 개인

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49.1%),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



- 125 -

해서(45.1%), 정보나 지식, 사건사고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41.1%)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12세 이상 SNS 이용자 10명 중 7명은 SNS를 통

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다(74.0%)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77-84). 2016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북한 및 통

일 관련 정보를 얻는 채널로‘인터넷/블로그/SNS 등’에 한 응답률은 

24.9%에 달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30).

SNS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

운 공간을 무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교

과서를 중심으로 독점적 성격을 띠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학교와 교

과서 밖 다양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도 전달되고 있고 그러한 

정보를 학생들은 나름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학생들은 정보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로서 SNS 공간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또래 학생들과 커

뮤니티를 구축하여 기성세 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언어를 구사하기

도 하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표출하기도 한다”(정우진, 

2011: 32-33). 학교의 생태가 만들어 내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

과정에 한 논의에서도 밝혔듯이 군집성, 경쟁문화, 권력관계의 학교 

생태는 SNS와 같은 전달 매체의 도움에 힘입어 학교 생태가 갖는 전통적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과 같은 전통매체가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정보 수용자와의 관계가 소극적이었던 데 반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 의해 생산되고 공

유되며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는 양방향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자발적이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신문, 방송, 라디오와 같이 기존의 전통

적인 언론매체는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SNS의 경우 청소년들의 생활에 착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의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

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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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생태와 학교통일교육 

“학습은 교육환경과 고립되거나 분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특정한 

맥락 내에서 여러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발생한다”(정우진, 2011: 7). 

교사문화, 학생문화, 수업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 학교문화의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다른 조직과 달리 

학교가 갖는 생태적 특성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태라는 말은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국립국어원 표

준국어 사전)를 의미한다. 학교의 생태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내에서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요소로 인해 구성원들의 삶의 상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학교의 생태와 학교통일교육

본 논문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앞선 논의에서 <그림 5>와 같

이 학교의 생태적 요소로 군집성, 경쟁문화, 권력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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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교통일교육에 한 연구에서 학교의 생태적 특성과의 연관성

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도 없다. 그러나 학교문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학교가 갖는 생태적인 요소가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해 고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과제이다. 

  

1) 군집성과 학교통일교육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장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지내는 곳으로 군집성

을 생태적 특성으로 갖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

는 뉴스를 통해 군집성이 두드러진 우리 교육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OECD 교육지표 국가별 서열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

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조사 상 31개국 가운데 25위인 것으로 나타났

다”(윤근혁, 2017). 통계청(2016)이 실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 조

사에 의하면 2016년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4명, 중학교 

27.4명, 고등학교 29.3명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급에서의 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는 가정과 달리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태적 속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잭슨에 의

하면 학생들은 남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배워야 하며 많은 사람 속에서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하며,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중단하여야 하고 

때로는 자기의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김종서, 1987: 106-109). 학교

가 갖는 일반적 특성으로서 군집성에 더하여 우리의 학교 현실은 이러한 

속성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가족화로 인해 외동이가 흔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의 현실

에서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생활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은 과거에 비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과거 가정에서 형제, 친척관계를 통한 경험은 학

교가 갖는 군집성에 수용적이고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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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매우 다르다. 가정에서 학생은 자신의 욕구를 존

중받으며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지만 학교에서는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한 통제를 상 적

으로 많이 받는다. 가정에서의 학생은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받지만 학교

에서 학생은 집단의 규율에 익숙해질 것을 요구받는다. 가정은 학생 개

인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가정에

서처럼 배려 받지 못한다. 학생들이 살아온 삶의 맥락에서 학교는 개인

적 욕구를 충분히 해소해주지 못하면서 평가와 통제를 중심으로 운영됨

으로써 일군의 학생들에게는 ‘작은 감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이러한 생태적 환경에 익숙해져 간다. 잠

재적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군집성의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가정으로부터 

독립심을 키우고 성취감을 기르는 가운데 사회화되어 간다고 보았다. 한

편 학교가 지닌 군집성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다. 과거 전교생을 상으로 일주일에 한번 꼴로 진행되었던 애

국조회는 학교가 지닌 군집성의 단면을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오늘날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 당국의 통제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일은 학생들

의 암묵적인 저항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애국조회와 같은 일

제식 행사는 부분의 학교에서 사라졌고, 비슷한 형태의 행사도 1년에 

한 번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아늑한 화장

실 사용에 익숙한 학생들은 수십명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생용 화

장실 이용을 꺼리거나 ‘학생 출입 시 벌점 부여’라는 권위주의적인 경

고 문구가 붙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정과 유사한 조건의 교사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인 현실은 학교가 지닌 군집성으로 인한 

그동안의 학교 생태에 한 학생들의 저항을 보여준다. 

변종헌(2012b)은 학교문화의 이러한 측면을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변

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총체성과 보편성을 중시

하던 거 담론의 시 로부터 차이에 주목하고 개별성과 다원성을 중시하

는 시 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177). 돌이켜보면 과거 우리 교

육에서 통일교육 논의는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역사적이고 당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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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로서 다뤄졌고 당시의 학생들에게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한 울타리에서 함께 살았던 경험이 민족 구성원들

의 기억 속에 뚜렷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민족적이고 국가적

인 과제를 자신의 과제와 동일시하는 문화가 공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

고의 근원을 단순히 군집성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개인보다 공

동체를 중시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를 중시하는 군집성의 특성으로 인

해 거 담론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 의 사회적 환경은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 

등 추상적인 거 담론에 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은 기성

세 보다 더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된 세계 속에서 태어나 공동체에 한 

소속감이 약한 반면에 개인주의와 실리추구의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이나 국가에 한 관념 또한 변화하고 있

고, 국적 자체가 운명적인 것이기보다는 점차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라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는 실정”(변종헌, 2012b: 178)이다. 과거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을 다룸에 있어 역사적·민족사적·인도주

의적 관점에서 당위적 측면만을 강조해오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분단의 현실에 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 

등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는 현실은 위와 같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변화는 학교통일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한 의문을 제기한다. 학교통일교육은 통일이라는 최종 상태를 목표로 전

제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다양성과 개별성을 중시하는 학생들에게 이러

한 논의 구조는 불편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으며 단순히 학교와 교과서에

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삶과 연계하여 설득해내는 일이 쉽지 않으며 

단순히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 설명에 그칠 경우, 이러한 교육 방향

에 해 학생들은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무관심하며 심지어 조롱의 상

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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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문화와 학교통일교육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문화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최근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놀랍도록 진화하는 오디션 프로그

램은 극심해지는 경쟁체제의 단면”(조한혜정 외, 2016: 42-43)이다. 

“경쟁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며, 심지어 경쟁은 정상적이며, 나아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

식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경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경쟁 이데올로기가 사회 도처에 팽배하게 되었다”(정용

교·백승 , 2011: 93). 

경쟁문화는 학교의 중요한 생태적 특성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청소

년들은 과열 입시경쟁 교육체제와 비교육적 교육풍토가 확  재생산하는 

왜곡된 교육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청소년들은 현실주의적인 교

육열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로부터 강한 공부 압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상징적 학력사회에서 성공의 키워드가 되는 학력,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영

호, 2002: 139).

이러한 “경쟁교육체계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학습에 한 뛰어난 이

해력을 바탕으로 학업성취도와 성적평가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며, 반면 

하위권 학생들은 학업성취도나 성적평가에서 상위권 학습자에게 뒤처지

며 불리한 입장에 선다.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되는 교실수업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교사의 관심 상이 되기 힘들며, 

또 수업내용도 잘 따라갈 수 없다. 명문  합격에 초점을 둔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환경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들의 학습권까지 제 로 보장받

기 힘들다”(정용교·백승 , 2011: 94).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

도한 학습을 요구받고 부담을 느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공고화 된 학

벌주의를 체험하고 있다. 

학 입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사회적 고질병이 된지 오래며, 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취업난이란 또 다른 관문이 이들을 기다린다. “기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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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기에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 이지만 청년들의 삶을 지배하

는 것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난’은 총체적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미래, 즉 전망의 부재라는 가

난을 겪고 있다. 급기야 3포 세 24)에서 나아가 N포 세 라는 신조어까

지 만들어졌다”(조한혜정 외, 2016: 12). 

경쟁 과열의 사회문화는 화해와 협력보다는 적 와 혐오의 문화를 형

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학생들의 일상에서 벌레(충)를 

접미사처럼 붙이는 현상을 유행하고 있다. “일베충, 설명충, 진지충, 

급식충, 맘충, 메갈충, 출근충, 수시충, 편입충 등등 ‘벌레 새끼들’이

란 의도로 타인을 쉽게 모독한다”(조한혜정 외, 2016: 113). “생명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삶 정치는 더욱 낮은 차원의 동물 정치로 전락하며 

오로지 생존만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한다”(조한혜정 외, 

2016: 116). 급기야 몇 해 전부터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국사회를 현실

을 상징하는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나친 경쟁의 일상화, 그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우리 사회가 공정

하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계층과 젠더 그리고 

지역 등의 구조적인 권력 차이는 개인들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노오

력25)’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구조에 한 분노는 손쉽게 노력하지 않

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적

와 혐오로 나타난다”(조한혜정 외, 2016: 20-21). 특정 지역에 한 

혐오의 표현이 유행하는 현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학 입시 

전형에 해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것, 일부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 

여성에 한 무차별적 폭력, 북한 식량 지원에 한 감정적인 반  등은 

표적인 사례이다. 

인터넷과 같은 익명성의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 한 혐오를 표현하

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조한혜정 등(2016)은 익명성의 공간에서 혐오 

24)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25) ‘노오력’은 노력과는 다르다. 노력이 개인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

원을 최 한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라면 ‘노오력’은 그 이상이다. 노

오력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조한혜정 외, 20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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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단지 비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상 를 군집화 시켜 자신과 공

통성을 제거한 채 서로 다른 종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때 ‘충’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욕설이 아니라, 상

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집단과 나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기 위한 적 를 

구성하는 용어이다(123-124).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빨갱이’, ‘종북’ 등으로 몰아세우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성에 

해 ‘김치녀’, ‘한남충’과 같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

은 한국사회의 지나친 경쟁문화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 혐오와 적  문화를 상징하는 표적인 커뮤니티로 일간 베스

트 저장소(이하 일베26))를 들 수 있다. 일베 이용자들의 여성혐오를 분

석한 엄진(201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베 이용자들은 신자유주의 한

국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둘러싼 인식, 규범에 불만을 갖고 있고, 성별적

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무언가 부당함을 느끼고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여

성에 한 온라인상의 강도 높은 폭력을 통해 이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는 개인적 차원의 절  평등으로 이를 구현

하려 한다(231-232). 일베에서 혐오와 적 의 문화는 북한문제와 관련

해서도 존재하고 있다. “북한에 한 일베 이용자들의 태도는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지도부와 주민을 구

분하며 전자에 해서는 ‘김돼지’, ‘뽀글이’와 같은 비하표현을 써

가며 혐오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한편 그들이 지휘하고 있는 북한군에 

한 불안과 공포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김학준, 2014: 104). 

김종엽(2013)은 모든 것에 ‘종북’딱지를 붙이는 것이 기실 분단체

제의 동요에서 오는 인지적 불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87년 체제 이후 

가속화된 정치적 분화를 분단체제의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해 반북  친

북이라는 구별 도식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타자를 ‘빨갱

26) 2010년 이후 일베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그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일례로 일베는 2016년 7월 13일 기준으로 동시 접속자수가 1만 

4730명이었으며, 사이트 특성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게시글을 볼 수 

있어 실제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일요시사, 2016. 07. 

19; 장소연·류웅재, 2017: 5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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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혹은 ‘간첩’으로 정의하고 숙청하는 것이 사회적 신빙성을 상실

할 때, 북한에 한 태도 표명을 강요하는 형태로 분단체제 고유의 적

의 정치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보다 ‘종북’에 한 증오 메시

지를 전파한다는 것이다(김학준, 2014: 33에서 재인용). 청년들의 사회

현상으로 주로 다뤄져 온 일베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커뮤니티

에 학생들도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일상생

활에서 친구들과의 화에서 일베가 심심찮게 소재가 등장하고 있는 현

실 때문이다.  

경쟁문화가 갖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사회에 공고히 자

리 잡은 한국사회의 경쟁문화는 학생들의 사고에 접하게 영향을 미치

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경쟁구조는 상 에 한 배려

와 공존적 삶과 같은 가치구조보다 점수를 높고 이겨야 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심성구조를 형성하며 학생들에게 위선적, 가식적 태도를 심어

주며, 그에 따라 학생들의 호전성도 증  된다”(정용교·백승 , 

2011: 100-10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인성과 창

의성을 겸비한 인간 양성과 같은 구호는 실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제

로 발현되지 못한다. 또한 경쟁문화가 첨예한 현실에서 적 적 관계이

면서 동시에 협력 상 이기도 한 북한과의 통일 문제에 해 열린 마음 

자세를 갖고 상생의 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기 하기 어렵다.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합리적 사고 속에서 다뤄져야 하는 통일에 한 

논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장려하는 경쟁 중심의 사

회 현실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3) 권력관계와 학교통일교육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에서 학교의 권력관계에 한 연구는 주

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다뤄져 왔다(Jackson, 1968; 김

종서, 1987; Eisner, 1979). 본 논문에서는 권력의 속성에 한  푸코

(Foucault)의 논의를 함께 살펴보면서 권력관계와 학교통일교육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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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푸코의 논의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

는 잠재적 교육과정 논의에서 권력관계에 한 논의가 푸코가 말하는 권

력의 속성 중 한 측면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먼저 푸코의 논의를 살펴보자. 푸코는 감옥, 학교, 병영, 병원, 공장 

등은 서로 닮았다고 말한다. 이들은 근  사회의 규율적 제도들로서 규

율을 제도적 토 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근  사회

를 규율 사회로 진단한다. 그에게 있어 근 의 학교는 감옥, 병영, 공장 

등과 함께 근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규율 장치(정규영, 2013: 

157)로 보았다. 푸코(1990)는 권력의 속성을 관계성, 생산성, 저항성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첫째, 관계성과 관련하여 권력이 행사되는 구체적인 공간, 즉 학교, 

병원, 감옥 등 사회 곳곳에 다층적으로 편재된 힘의 관계를 연구의 중심

에 둔다. 권력은 여러 가지 힘들이 갖는 관계의 다양성이며, 끊임없는 

결과 투쟁을 통해 변형되고 수정되며, 여러 힘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연결점 혹은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다른 것

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기도 한다(박병락, 2009: 258에서 재인용). 

둘째, 푸코(1980)에게 권력의 성격은 억압적이기보다는 생산적이다. 

그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효율적인 18, 19세기의 권력의 작동메커니즘

에 주목한다. 이 시기에 변화된 권력의 모습은 마치 모세혈관과 같은 것

이어서 권력의 효과는 개인의 신체, 행동, 태도, 담화, 학습과정,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지점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 안에서 권력

은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사회적인 신체를 향해 널

리 확산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박병락, 2009: 259에서 재인용). “배

제한다, 처벌한다, 억누른다, 검열한다, 고립시킨다, 숨긴다, 가린다 등

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권력의 효과를 기술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적인 

것을 생산하고, 객체의 영역과 진실에 관한 의식을 생산한

다”(Foucault, 1979; 박병락, 2009: 260). 

셋째, 푸코(1980)에게 권력은 저항성을 갖고 있다. 권력관계는 타자

의 행위를 결정하는 수단이기에 권력관계가 없는 어떠한 사회도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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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하지만 권력관계는 본래 나쁜 것이 아니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배(domination)의 형태로 상승할 때이다. 지배의 조건은 권력관계가 

고정될 때이다. 관계가 고정될 때 자유는 극도로 제한된다. 권력은 자유

로운 주체에만 행사될 수 있기에,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관계 속에서 자

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면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사회가 권력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권력관계가 지속

적인 방식으로 살게 된다. 권력관계 자체는 고정적이기 않기 때문에 권

력관계의 갈등과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박병락, 

2009: 260에서 재인용). 

관계성의 측면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학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요소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다. “잭슨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 

공식적 또는 객관적 권위가 인정되는 곳으로 보았다”(김종서, 1987: 

106-109). 학교는 가정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학

교에 다니면서 새로운 사회조직을 경험하고, 학교의 합목적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배우고, 학교의 교직원을 통해 성인의 

권위를 수용하는 것을 배운다”(이미리 외, 2014: 112). 아이즈너

(1979)는 학교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어떤 과목을 언제 가르치고 그 

과목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그 의

도와 상관없이 여러 과목에 한 의미를 평가하는 학생들의 가치 척도로 

투영된다(116)고 보았다. 그는 “학교가 이니셔티브를 계발하기보다 

‘순종하는 태도’를 기르고 있으며” “교사가 원하거나 기 하는 것만

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며 학생들의 행동 수정을 위해 제공되는

“보상 제도는 아동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Eisner, 1979: 111-113). 결국 학생들

은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

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보상제도는 보상제도 없이 교육이 어려

울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준다. 

학교의 기능을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 기관으로 바라보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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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놉티콘(Panopticon)27)의 구조처럼 소수의 감독관이 다수의 수

감자를 감시하는 것의 원리를 반영하여 교사 한사람이 다수의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한다”(최연희, 2012: 214-215). 교사의 감시가 소홀하더라

도 학생들은 서로에 해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도 한다.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지도나 교과지도교사의 수업 규칙 등을 통해 이러한 문화는 자

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전파된다. 학교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해 혼란스러울 만큼 학교는 “학생들의 일상적 삶을 철저히 통제하며 

관리하는 전형적 파놉티콘적 모습을 띈다(최연희, 2012: 218). 

일리히(1978)는 학교가 학습내용을 교과로 세분화하였고 그 내용은 

사전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 작성하여 학생들 속에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제 공통의 척도에 맞추어 측정하고자 하였다(최연희, 2012: 

218에서 재인용)고 본다. 측정을 통한 결과의 산출을 중시하다보니 측정

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에 해 무관심해 지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한 경시 현상으로 이어졌다. 

박병락(2009)은 학교의 관료적 관리체제가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를 

통제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본다. 학교의 기능이 학생을 가르치

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보다는 학생의 행동 규제, 학생의 선별과 배치, 

행정적인 업무, 보호감독의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

동적인 복종을 불가피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255). 관료적 관리체

계의 최상층에 교육에 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부가 있고, 그 

아래에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이 있으며 학교에는 

교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학교행정가가 위계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체제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는 더 많은 권력을 

27) 벤담이 설계한 감옥 파놉티콘은 죄수의 일상이 탑에 있는 간수에게 시시각

각 포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의 감시탑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되

어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있기는커녕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도 알 수 없었다.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점차 이 시선

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 벤담의 생각이었다

(최연희, 2012: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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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주체로 여겨지지만 교육 당국과 학교 행정가와의 권력관계에서 

교사는 학생과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권력관계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보다 많은 권력

을 갖고 있는 상부로부터 전달받아 상 적으로 권력이 적은 학생들에게 

당위적이고 지식의 하나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교사의 자체 

판단에 의한 계기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교육부가 정작 정부가 필요

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어김없이 공문을 통해 각종 계기교육을 일방적인 

지시로 전달하려 했던 사례들을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관리체계 속에서 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를 발달

시켜주는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있는 그 로 전달되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이 된다. 학생들은 객관식 위주의 시험과 입시

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과서를 

절  진리로 인식하는 시늉을 해야 한다. “교과서에 기록된 지식은 암

묵적으로 진리라고 믿어 그 내용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한 성찰 없이 무조건적이며 단순주입

식으로 가르치고 배운다”(최연희, 2012: 219-220). 이러한 현상의 가

장 중요한 원인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제도의 문제이다. 사유와 

성찰을 굳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교과 지식을 맹목적으로 학습하고 표준

화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상급 학교 진학이 가능한 현실 속에서 교육

적 의미와 학생 인성의 발달을 논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전통사회의 학교에서 권력관계는 교육 당국과 교사가 우위를 점해 왔

다. 가치와 지식의 영역에 한 주된 공급원이 학교의 교사와 교과서 등

으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던 시절에 학생들에 한 학교의 의도는 상 적

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이 갖는 속성과 오늘

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 변화의 측면에서 새로운 움직

임도 감지된다. 이는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이 보다 진보해온 현실에도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통일의식에서 뚜렷한 진보를 관찰하기 

어렵고 오히려 통일과 북한문제에 한 무관심, 거부감, 혐오 등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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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증가해 오고 있는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과정이기

도 하다. 

먼저 가치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속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자. 학교통일교육은 지식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나,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는 가치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학교통일교

육에서 분단의 역사, 분단의 현실,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

화·군사적 측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실의 영

역을 교과지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

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한 관심과 통일 필

요성에 한 공감,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태도를 갖도

록 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매우 강력하고 그들이 전달하는 교육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흡수되던 시절에 학생들은 가치문제에 한 교과서 

서술을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학교에서 권력관계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실에서 더 이상 이러한 교육은 단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관련 소재를 다루었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학생들은 교

사나 교과서가 아니어도 사회 현상에 한 이해와 가치판단을 하기에 충

분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가치관

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에 한 입장은 학급 내에

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다양한 입장을 존중해주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의 의식 속에도 학생들과 마찬가

지로 통일에 한 다양한 입장들이 혼재하여 있을 수 있는데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청의 관련 지침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내용이나 지향점이 자신의 가치관과 배치될 

때 역동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더라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전략을 택한

다. 어쩌면 오늘날 청소년들의 통일에 한 무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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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푸코가 말했듯

이 학생들은 권력관계에 순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한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으로서 교과 내용을 외우는 일에는 순응할지 몰라

도 그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내면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의 가

치관, 즉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적이고 합

리적인 사고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에서 통일교육

을 다루는 방식은 지시적이고 당위적이었으며, 권력관계의 한 주체인 학

생들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3. 학교의 인적 요소와 학교통일교육

학생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학력,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환경 특성 요인 등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학교는 가정 못지않게 청

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준다”(이미리 외, 2014: 167-168).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하고 하루에 평균 6

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이상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생활보다 학

교생활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에 

있다. 학교 안에서 인간관계는 학교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교관

리자와 학생,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부

모, 학교관리자와 학부모 등 다양하다. 학교통일교육에서 인적 요소의 

측면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그림 6]과 같다. 

학교의 인적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학부모의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

다. 가정과 학교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학생과의 관계에

서 학부모는 가정 내에 머물지 않고 학교의 다양한 양상에 깊숙이 영향

을 미친다. 김종서(1987)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인적 요소로 학교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를 제시하고 이러한 인

적 요소는 개념적으로는 모든 잠재적 교육과정에 모든 요소들이 연쇄적

인 상호작용을 일으킨다(144)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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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교의 인적 요소와 학교통일교육

“학교의 사회·심리적 학습 환경을 다룬 연구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와 학생의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심리적 요인이 물질적인 선행투

입 요인보다 학교교육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김경

식 1994; 정우진, 2011: 8에서 재인용). “학급은 학교라는 사회체제의 

하위 구성단위로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지는 교수·학습의 장이다. 교실 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학급 내 친 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교수 학습 분위기

도 좋아질 수 있다”(정우진, 2011: 9).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그러한 활동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

다. 시 에 따라 각 구성 요소가 지니는 힘의 크기와 상호작용에서 역할

의 강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경험한 각자의 다양한 삶의 경험 또한 잠

재적 교육과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학교통일교육과 연관 지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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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보면, 분단 이후 벌어진 전쟁이나 교전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

람과 단순히 관광객으로 북한 지역을 방문하여 북한을 이해한 사람이 갖

는 북한에 한 관점, 통일에 한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교

사, 학부모, 동료 학생들이 지닌 개인적 삶의 경험은 학교교육에 자연스

럽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모습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

적 교육과정이다. 이 절에서는 교사의 태도, 학부모의 태도, 학생의 태

도 등 세 측면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사의 태도와 학교통일교육

학생이 학교와 교사, 학부모로부터 지시와 억압을 받는 경우가 있듯

이, 교사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구

조적으로 상위층에 있는 교사집단은 교육현장에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세

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들을 있는 그 로 전수시켜야 하며, 그 전

수과정에서 효과성, 효율성, 관료성, 통과의례적 절차, 통제성이 강조된

다. 이러한 교사문화 풍토로 인해 시간엄수, 규율엄수, 주의집중, 침묵

의 강요와 같은 실제적 활동이 강조된다”(박진규, 2010: 79). 정광순

(2003)은 교사 자신이 학교가 제공하는 공식문화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학교의 관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교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

지 않든 학교가 수립한 이론의 전파자라고 했다(최연희, 2012: 224에서 

재인용). 정부는 오래 전부터 교사들을 통제해 왔으며, 학교에 권위주의

가 강할 때는 학교장을 통해 권위적인 방식으로 교사를 통제하였다. 정

부의 교사에 한 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사에 한 

통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며, 교사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약화시

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최성광, 2013: 163-169). 

학교통일교육은 교육의 다른 영역에 비해 정부와 교육 당국의 지침을 

통한 통제에 더 익숙하다. 예를 들면 통일부와 교육부는 업무협약을 통

해 매년 5월 말을 즈음하여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의 

초·중·고에서 약 일주일간 2시간 이상 계기수업, 활동중심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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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과에서 활동중심 통일교육, 다양한 교내 행사 운

영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6b). 형식적

으로는 ‘권장’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부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자

신의 교육계획과 무관하게 통일관련 주제를 교과나 교과 외 활동에 반영

하도록 영향을 받는다. 일회성 행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이 갖는 의

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또한 능수능란해서 위로부터 제시되는 교육

적 지침에 해 교사들은 진정성을 갖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며 하기

보다 수많은 잡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 형식을 갖추는 데 더 익숙하다. 

교사의 관심과 열정이 없는 가운데 실적을 채우기 위해 실시해야만 하는 

교육이 학생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한편 학생에 한 교사의 기 수준 또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며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높게 인정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학업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높은 학업성취를 가져온다”(이미리 

외, 2014: 127).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는 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교사의 

유형과 교육과정, 자신과 학구적 능력에 한 학생들의 감정, 그리고 교

우 집단에 한 학생들의 감정은 교수-학습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Schumuck and Schumuck, 2001; 정우진, 2011: 21에서 재인용). 따

라서 “학생은 학습과정에서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기도 한다”(정우진, 2011: 25). 

교사들은 수업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을 할 때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어떤 사회 

현상에 해 교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은연중에 파악할 수 

있다. 통일문제나 북한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교사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

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교사가 통일에 해 갖는 생각, 북한에 해 갖는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교사와의 신뢰가 깊고 교사의 학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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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 큰 상황에 있는 학생이라면 교사의 태도에 공감하며 호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반면, 교사와의 신뢰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사의 태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보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오히려 반 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성과는 교사의 역량과 접한 관련이 있다. 박찬석

(2000)은 “통일교육을 담당할 모든 교사는 무엇보다 통일문제에 한 

확고한 신념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37)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

칙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 교사가 북한 및 통일문제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학교통일교육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반공교육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에 반하는 의식화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살고 

있다”(박찬석 외, 2003: 150). 북한과 통일문제에 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교사 역시 이 시 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

간으로서 예외일 수 없다.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학교통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것

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2016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한 설문에서 ‘매우 그렇다’ 18.8%, ‘ 체로 그렇

다’ 45.1%, ‘그저 그렇다’ 25.7%, ‘ 체로 그렇지 않다’ 8.8% 등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33). 통일 수업 실시 

여부에 한 설문에서는 ‘교육과정 로 실시하고 있다’ 82.5%, ‘교육

과정 로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 16.3%(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36)로 응답하였으며 수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년말 수업 집중

에 따른 수업시수 부족’ 68.2%, ‘시험 미출제에 따른 관심 저조’ 

13.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37). 

교사들의 통일, 북한에 한 의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지

만 학교통일교육에 한 평가가 관련 단원 시험문제 출제와의 상관성에 

한 조사 결과를 찾을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록, 교육과정에 정해진 로 통일교육 관련 수업을 실시했다는 교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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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련 단원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응답은 특히 높게 나

타났다. 반면 학교통일교육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교육과정 로 수업

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교사일수록 ‘출제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37). 

이상적인 기 와 달리 “모든 교사들이 통일에 한 신념과 열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박성

춘·이슬기, 2016: 146). 그동안 우리의 학교통일교육 논의는 궁극적으

로 ‘통일’ 지향적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주도적인 입장

에 있는 교사가 그러한 가치에 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지 않

았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군사적 해결 방안을 통한 일방향의 흡수통

일을 지지하는 교사에서부터 남한과 북한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속

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는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교사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점은 수업과 수업 이외의 공간에서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다. 지향점이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수업을 이끌

어가는 교사의 모습에서 어떠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러한 교사

의 행위는 교육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서 자신의 편견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배

려하는 교사는 자신의 태도를 주시하고 과잉 일반화에 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Pang, 

2001: 146). 

교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교사의 무능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실버만(Silberman, 1970)은 학교가 학생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돕고 

그들에게 개성을 부여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교육자의 ‘어리석음mindlessness’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교사, 행정가 

등이 자신이 하는 일의 가능한 결과를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종

종 실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목적에 한 생각과 

목적을 이행하거나 체하는 기술, 내용, 조직 방법 등에 한 생각이 

부족함을 의미한다”(Anyon, J., 1980: 51에서 재인용). 

학교통일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겨지는 북한이해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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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어보자. 북한이해교육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북한에 해 설명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한 교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북한에 

한 사진, 영상, 텍스트 등을 제공했다고 하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강사

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교사(강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북한에 해 알려주기 위

해 노력했을 수 있다. ‘있는 그 로의 북한’의 모습을 다룬 자료일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자료를 학생들은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접한 학생들의 반응이 북한에 한 거부감, 혐오의 감정

을 더 키우게 되어 통일을 반 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북한

에 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학교통일교육이 제 로 실시

되었다고 하기에는 결과가 예상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수업을 

위한 자료 선정에서도 교육목표와 부합하는 자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에 처함에 있어서도 교육

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효과를 초래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학생의 태도와 학교통일교육 

앞서 살펴보았듯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육 의도의 측면과 결과의 측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항에서는 학생의 태도를 중심으로 학교통일

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

상되는 결과를 다룬다. 이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형성하게 

된 맥락, 즉 원인에 한 추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생의 태

도가 이후 만나게 될 형식적 교육과정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상호작용

을 하게 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또한 “학생 청소년들은 하루 중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

고 학교에서 또래집단과 교류하고 인관계기술을 습득하며, 지식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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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공유”(정하성·유진이, 2012: 171) 하는데,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보다 같은 연령 의 또래 친구”(이미리 

외, 2014: 113)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의 태도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포함한 그동안의 삶을 통해 얻게 된 결과로서 

통일과 관련된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결과에 한 확인은 

앞으로의 과정에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태도를 ‘2016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와 

‘2014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이하 통일의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해 저학년일수록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현저하

게 줄어들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해서 ‘필요하다’

는 응답이 63.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5.8%로 필요하다는 응

답이 높게 나타났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14). 눈여겨 볼 것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초등학교의 경우 72.3%, 중학교 60.3%, 

고등학교 52.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 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초등학교 12.%, 중학교 16.0%, 고등학교 21.5% 등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높았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14).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어느 하나의 이유로 단정 지어 설명할 

수는 없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발달수준의 차이, 현실 문제를 바라

보고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일 수 있지만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

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학교통일교육 과정 전반에 한 검

토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기에는 충분하다.

둘째,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당위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기반하여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실

태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에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

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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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8.2%,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5.2%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16.2%,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14.6%,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6.6%,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5.7% 등

으로 나타났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15).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이유에 해 질문한 결과, ‘통일 후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

워질 것 같아서’ 31.6%, ‘북한의 잦은 군사적 도발로 북한 체제에 

한 거부감이 커져서’ 26.0%,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

서’ 21.9%,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하나의 민족이란 느낌이 들지 

않아서’ 7.0% 등으로 나타났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17).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통일

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사

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통일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서’ 27.1%, ‘북한 체제에 한 

거부감이 커서’ 21.3%, ‘언어, 문화적 차이 등 하나의 민족이란 느낌

이 들지 않아서’ 10.4% 등의 순이었다(통일교육협의회, 2014: 31). 

학생들은 통일문제를 역사적 의의나 민족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기보다 

자신의 삶의 문제로서 북한의 행위로 인한 전쟁 위협, 불안감, 사회 혼

란, 통일비용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처

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는 것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

이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는 차후 학교통일교육

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셋째, 학생들이 북한에 해 갖고 있는 태도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

고 있다. 통일 상 로서 북한을 인식하기보다 이질적인 존재, 비호감의 

상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평소 

‘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질문한 결과 ‘독재

/인물(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쟁/군사’라는 응답이 21.2%, ‘한민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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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3%, ‘가난/빈곤’ 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년 

비 ‘독재/인물’이라는 응답이 6.4%p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8). 이는‘북한’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위협한다’는 응답이 76.8%로 매우 높게 나타

난 것(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12)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

적 위협’ 32.1%,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독재, 사회주의 등]’ 

23.4% 등 주로 북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18)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 평소 북한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29.2%, ‘부정

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70.8%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훨

씬 더 높았다(통일교육협의회, 2014: 47-48). 

북한에 한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객관적인 것

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편견에 치우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에 

한 가치판단에 앞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이 남한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엄연히 상

자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 에 한 인식이 매우 부정

적으로 나타날 때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 

넷째, 또한 학생들은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한 정보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보다 학교 밖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TV/라디오’33.1%, ‘학교 수업’ 

28.6%, ‘인터넷/블로그/SNS 등’24.9%, ‘교과서/참고서적’5.5%, 

‘신문/잡지’ 2.5%(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30)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 및 북한과 관련 정보 획득 경로에 

해 질문한 결과, ‘인터넷’27.9%, ‘학교 수업’ 27.7%, ‘TV/라디

오’ 27.1%로 방송매체와 인터넷 활용 및 학교수업 응답이 오차범위 내

에서 높게 나타났다(통일교육협의회, 2014: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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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설문

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북한에 한 이야기 청취경로로 ‘TV 뉴스’가 

5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학교수업 21.8%,  인터넷 9.2%, 부모님

에게서 4.2%, 신문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형주 외, 2014: 11). 

이상의 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이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를 

학교 수업보다는 TV/라디오, 인터넷/블로그/SNS, 신문/잡지 등 학교 밖

에서 얻고 있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수업 외에도 다양

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

함을 추론해볼 수 있는 목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처한 상황이 학생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북한에 한 이

야기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해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고, ‘하는 편이다’ 36.9%, ‘그저 그렇다’ 21.4% 순으로 나

타났는데, 부모와 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학교급이 높을수

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산

가족이 없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김형주 외, 2014: 13). 

같은 조사에서 학교 선생님과 북한에 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0.9%, ‘하는 편이

다’ 29.6% 순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교급이 낮을수

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

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선생님과 북한에 한 이야기를 ‘하는 편이

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김형주 외, 2014: 15). 통일의 필요성

에 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7%, ‘필요 없다’는 응답이 26.3%

로 나타났는데,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

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산가족이 있을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

게 나타났다(김형주 외, 2014: 55). 

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문제에 한 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한 인

식은 학생의 학교급,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성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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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만족도 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 한 관심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도 학교급이 낮

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부모의 태도와 학교통일교육

“청소년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환경은 가족이다”(이미리 

외, 2014: 35). 학교생활과 더불어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 가장 많은 시

간을 보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서로 친 감과 신뢰감

을 갖게 되고 사회적 문제에 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안정된 애착을 유지함으

로써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적응, 자아 존중감, 신체적 건강 등의 행복

한 삶을 촉진하여 청소년의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

다”(이미리 외, 2014: 90).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자본은 그

들의 문화자본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육수준은 

경제자본에 비해 상 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변수용·김경근, 

2008: 63).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있어서도 학부모가 미

치는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서울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2015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세 별 격차와 세 내 분화의 관점에

서 분석한 김병조의 연구는 학부모 세 의 통일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김병조(2015)는 1960년  이전에 출생한 집단을 체제

경쟁세 , 1960년 에 출생한 집단을 민주민족통일세 , 1970년 에 출

생한 집단을 탈냉전통일세 , 1980년  이후 출생한 집단을 신자유주의

통일세 로 구분하고 세 별 통일인식을 조사하였다(2015: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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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제경쟁

세

민주민족통일

세

탈냉전통일

세

신자유주의통일

세

출생년도 1941-1960년 1961-1970 1971-1980 1981-1995

현재나이

(2015년)(만)
55-74세 45-54세 35-44세 19-34세

자녀나이

(30세 출산)
25-44세 15-24세 5-14세 4세 미만 

자녀학교 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초·중학교 미취학 

<표 20> 통일 및 남북관계 인식 세 와 자녀 학교 분포 

<표 20>에서와 같이 2015년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학부모는 결혼 및 출산 연령의 변화28)를 고려해볼 때, 30  중반에서 

40  중반에 해당하는 ‘탈냉전통일세 ’가 다수를 차지하고, 30  중

반 이하에 해당하는 ‘신자유주의통일세 ’가 초등학교 학부모의 일부

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40  중반에서 50  중반에 

해당하는 ‘민주민족통일세 ’는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일부가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과 같이 학부모의“통일필요성에 한 세 별 인식은 2007년

부터 2013년까지 체로 체제경쟁세 ≒민주민족통일세  > 탈냉전통일

세  > 신자유주의 통일세 로 구분된다”(김병조, 2015: 14)29). 한편 

“신자유주의 통일세 에서 점점 통일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김병조, 2015: 37).  

28) 혼인 통계에 의하면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자 27.29세, 여자 24.78

세였다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기준 남자 32.57세, 여자 

29.96세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나타

났다(통계청).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

다. 

29) 응답별로 ‘매우 필요하다=100, 약간 필요하다=75, 반반/그저 그렇다=50, 

별로 필요하지 않다=25, 전혀 필요하지 않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김병조, 20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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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제경쟁

세

민주민족통일

세

탈냉전통일

세

신자유주의통일

세

2007 74.1 71.9 69.8 61.3

2008 64.3 62.8 61.6 55.8

2009 68.8 68.1 61.4 56.2

2010 70.4 69.0 64.4 58.2

2011 69.3 66.9 63.2 56.8

2012 68.4 69.0 63.5 57.1

2013 67.4 64.6 62.7 55.7

2014 73.0 68.1 63.1 55.6

2015 72.9 64.2 56.5 49.6

<표 21> 학부모의 세 별 통일 필요성 인식 변화

연구 결과를 학부모와 관련하여 해석해보면 현재 다수의 학부모에 해

당하는 탈냉전통일세 와 앞으로 다수의 학부모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지

는 신자유주의 통일세 가 통일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에 한 학부모의 관심은 가정생활에서 자

녀와의 화나 부부 간의 사회 문제에 한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학부모 세 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

실은 학교통일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학부모의 태도가 갖는 의

미에 해 생각해 보게 한다.  

김병조(2015)는 세 내 통일인식 분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통일인

식 유형을 <표 22>와 같이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등 3가

지로 구분하였다. 통일추진형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빨

리 통일이 되거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

고, 통일소극형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건이 성숙되기

를 기다리거나, 통일이 필요하나 관심이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이

며, 통일방임형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에 관심이 없

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26). 



- 153 -

통일필요성

필요하다
반반/그저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통일에 한 입장

빨리 

통일/여건성숙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Ⅰ)

현재 로가 

좋다/통일무관심
통일소극형(Ⅱ) 통일방임형

<표 22> 통일에 한 견해에 따른 유형 분류  

김병조(201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자유주의통일세 에서는 통

일방임형이 증가하고 있고, 통일소극형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탈냉전통일세 에서도 통일방임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통일추진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민주민족통일세 와 체제경쟁

세 는 통일유형별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

민주통일세 는 여전히 통일추진형이 다수이며, 체제경쟁세 는 통일추

진형이 오히려 조금 늘었다”(27). 

이를 해석해보면 학부모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탈냉전통일세 의 

경우 통일추진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통일방임형이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통일세 에서 통일방임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궤를 같이 한다. 이전의 학부모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거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한다고 생각

했다면, 현재와 앞으로의 학부모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에 관심이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북한 인식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모든 세 에서 북한을 협력관계(지원+협력)로 보는 인식이 줄어들고, 

갈등관계(적 +경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협력과 갈등이 80%:20% 정도로 나뉘었던 북한에 한 인식이 2015년도

에는 50%:40%정도로 바뀌었다”(김병조, 2015: 22). “민주민족통일세

와 탈냉전통일세 가 체제경쟁세 나 신자유주의통일세 에 비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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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협력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고, 반 로 체제경쟁세 나 신자유주의세

는 북한을 갈등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 한 인식은 최근에 

경험한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세 효과가 여전히 존재한다”(김

병조, 2015: 22). 

탈냉전세 에 해당하는 학부모의 다수는 북한을 협력관계로 보는 경

우가 많지만, 앞으로 다수의 학부모군을 형성하게 될 신자유주의세 는 

북한을 갈등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점을 전망해볼 

수 있다. 한편 “다른 세 보다 북한을 통일파트너로 인정하고 가깝게 

느껴왔던 민주민족통일세 와 탈냉전통일세 가 남북관계 악화가 지속되

면서, 통일파트너로 북한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

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악화가 통일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거나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의식이 확 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

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김병조, 2015: 22). 

사회 계층은 통일의식과 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같은 시

를 살아온 동일세 에 있어서도 성별, 소득 수준 별로 통일의식에 있

어 다르다(김병조, 2015: 30). 서울 통일평화연구원(2014) 설문조사 

결과 하위 계층은 ‘통일, 북한, 북정책’에 해서 전반적으로 긍정

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

해 상위계층에서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통일에 해 소극적이고 큰 기 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에 해서는 

보다 강한 불신과 적 감을 표출했다. 북 교류, 협력과 같은 유화적인 

정책에 한 반 도 상위 계층에서 높았다. 상위 계층의 이런 태도는 기

존 질서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성향을 

나타낸다(119). 

이러한 결과는 사회 계층에 따른 통일, 북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학교통일교육 논의로 확장해 보면 상위계층의 

부모와 십 여 년 이상을 함께 살아가는 학생과 하위계층의 부모와 살아

가는 학생이 학교 교육 외의 공간에서 북한, 통일에 한 사고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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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학부모의 사회계층이 자

녀의 북한에 한 기본 지식의 차이를 낳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잠

재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본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에 긍정적

이라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학교 밖 사회 환경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이념 갈등, 전쟁 위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분단의식과 

남남갈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통일교육 논의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다문화 사회,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

서 개별성과 다원성이 중시되면서 민족공동체 강조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한 갈등 중심의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북한의 행위, 북정책과 통일정책에 한 사회적 갈

등 등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교수업보다 더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의 생태적 측면에서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군집성의 속

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군집성은 학생들의 가정생활과 괴리

가 커서 전통적으로 군집성의 긍정적 측면으로 강조되었던 독립심, 인내

심, 질서의식, 질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경쟁문화의 측면에서 

남한 사회는 경쟁이 일상화되면서 비교육적 교육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

으며 사회를 지배하는 전반적인 경쟁문화로 인해 화해와 협력보다 적

와 혐오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생 사이의 권

력관계의 측면에서 전통적 권력관계에서는 학생들의 수동적 복종을 강요

하고 그것이 일정부분 가능했으나 오늘날 규율적이고 획일적인 권력관계

에 한 학생들의 저항이 나타나면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학교통일교

육 적용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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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인적 요소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교사는 교육과정과 각종 규

범의 전달자로서 존재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통일문제와 북한문

제에 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교육과정으

로 인해 가르침에 있어 내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

을 함께 보내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필요성에 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고 북한을 통일의 걸림돌, 군사적 위협자로서 인식하

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

인의 삶의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학교통

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학부모세 의 통일의식도 적극적으로 통

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으며 북한에 한 인식에서도 협력관

계가 아닌 갈등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어지는 Ⅴ장에

서는 학교통일교육의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다뤘던 학교통일교육의 잠재

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를 고려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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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1. 학교 밖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분위기 조성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반드시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이종석, 2015: 90). 그러나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경험하였고 분단의 역사는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으며 전쟁 위기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분단이 초래한 유·

무형의 결과물들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에 뿌리박은 지속적인 

변화가 아니고서는 통일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통일을 넘어서는 평화

문화의 정착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박보영, 2004: 68). 

학교 안과 밖에서 평화의 문화 정착은 단 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생존 위협을 느끼며 전쟁 공포를 일상

적으로 경험해 온 사람들에게 화해, 협력, 평화 등의 가치는 현실과 동

떨어진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과 갈등의 남북관계, 그로 

인해 파생된 남한 사회내의 비평화적 문화를 평화롭게 바꾸어내지 않고

서는 어떠한 교육적 시도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통일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학교 안과 밖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문제에 한 사회적 차원의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한 남남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진전을 기 하기 어렵다. 이 

절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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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문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보완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남한 사회의 북한 및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립적인 상황에 있음을 이해하

도록 도와준다. 분단의 원인이기도 했던 이념 차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은 전쟁 후유증, 분단과정에서 지속된 전쟁위기 등과 결합하면서 더욱 

깊이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 탈냉전시 로 진입한지 오래임에도 불구하

고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다양한 형태와 경로를 통해 학교로 전달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은 상 를 인정하기보다 서로에 해 자신

의 미수복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헌법은 ‘ 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는 데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안문석, 2012: 19). 즉 남한과 북

한은 서로를 “국가나 법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단체로 파악”(이

효원, 2012: 25)하고 있다. 다른 한편 법률을 통해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효원, 2012: 3)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서 규

정되는 북한의 존재는 이중적이다.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 내지 법적 체계로는 헌법,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침서 등이 있는데”(소성규, 2017: 83) 현행 헌법은 1987년 

전부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이듬해 시행되었는데 전문에서 “‘평화적 통

일의 사명에 입각하여’‘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남광규, 2016: 8).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제정되어 같은 해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제2조에서 통일교육을 “자유 민주주의

에 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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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정보센터)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헌법 전문과 헌법,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학교통일교육에서 통일, 분단,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주요한 갈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과 통일교육지원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에 한 신념”을 어떻게 해석하

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해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둘째, 통일

교육지원법 및 통일교육지침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국가법령정보센터;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한 통일교육

에 한 이해에 있어 혼선이 있다. 셋째, 통일교육지원법 및 통일교육지

침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전한 안보관에 한 해석에 있어 강조점이 달

라 학교통일교육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북한을 남한 사회를 위협

하는 적으로서 바라보는 관점과 통일 상 이자 협력 상으로 바라보는 

관점 사이의 간극과 관련이 있다30).

학교통일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체계는 헌법과 법률, 통일교육지

침서에 이르기까지 체계성을 갖추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헌법과 법률이 갖는 사회적 의미

와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법 규범이 시 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

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의 기본 바탕이 되는 법

에 한 수정을 논하는 것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30여 년 전인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인 헌법과 20여 년 전인 국민의 정부 시기 통

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타협의 산물인 통일교육지원법은 앞서 제

기한 3가지 쟁점에 해 뚜렷한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입

장에서 각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경쟁과 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형성된 낡은 사고

30) 이 3가지 쟁점과 관련한 내용은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통

일교육지침서에서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본 논문의 Ⅵ

장 1절에서 3가지 쟁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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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는 통일 상 로서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결

과를 낳는다. 아울러 소모적인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관점에 해 체제 경쟁의 엄중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가한 이야기라 폄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것과 네 것’, ‘우리

와 그들’을 구분하면서 차이를 강조하고 긴장과 갈등을 지속해온 지금

까지의 역사는 교육적 관점에서 통일에 한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교통일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되

기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지향점에 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관련 규범과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의 기초

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지향점에 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박성춘, 2012: 279; 황인

표, 2014: 292). 그러나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복

잡하게 논의되고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기도 하였다”(박성춘, 2012: 

279-280). 최근에는 일제 강점기에 한 역사적 해석 문제, 한민국 

건국 시기에 한 논쟁 등과 결합되면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수용하

는 가운데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다만, 더 이상 소모적이고 적 적인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불

편함을 느끼지 않고 드러내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에 동참할 수 있

어야 한다.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원칙에 

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러한 합의

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동안 반복되어온 남남갈등은 앞으로도 지속

될 수밖에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평화와 인권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모든 과

정 속에서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경쟁과 립의 도구로 

사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학교통일교육의 지침에 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서 아이디

어를 얻을 수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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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신봉철, 2009; 박성춘·이슬기, 2016; 황인표, 2014; 이한규, 

2011). 통일부 차원에서도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갖는 의미에 해 소개

한 문헌을 찾을 수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C). 

이제 학교통일교육 논의에서 정치적 지침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

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교육적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독일은 통일 14년 전인 1976년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교육지침을 만들었다. 

강압적인 교육과 교조(敎條)화 금지, 균형성 또는 립적 논점의 확보,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 등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 합의는 정치 이

데올로기적 갈등을 일거에 제거하려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다”(소성

규, 2017: 113). 이 합의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에 해 공감하고 있지

만 아직 남한 사회에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첫째,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학교통일교육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교

육의 영역에서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학교통일교육 논의에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해준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내용을 교실에서 다루는 것을 금기시(교육부, 2016: 18) 

해 왔다. 이는 쟁점이 되는 사안에 한 특정한 입장이 학생에게 전달되

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가운데 형성된, 우리 사회의 ‘영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많은 특정한 정보나 

그에 한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정보에 직면하면서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일방적인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삶으로부터 출발해

서 다뤄야 함을 가르쳐준다. 그동안의 학교통일교육은 학생 개인의 삶에

서 통일문제를 사고하도록 하기보다는 ‘국가’, ‘민족’과 같은 거  

담론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도록 한 측면이 강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어렵다거나, 부담스럽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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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많다. 삶에 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단 문제들을 하나

씩 살펴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통일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사고하는 기

회를 갖게 된다. 

셋째, 이 합의는 통일을 당위적 목표로 제시하고 진행한 우리 학교통

일교육의 목표에 한 보완을 고민하게 한다. 통일을 당위로 설정할 경

우 통일에 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학생들의 말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최종 목표로서 통일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모두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각자

의 생각을 조금씩 다듬어가야 한다. 

2) 사회통일교육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확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앞선 논의에서 학부모가 학

생들의 통일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학부모 세

의 통일의식이 통일추진형보다 통일방임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을 

협력관계로 보는 경향에서 갈등관계로 보는 경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계층에 따라 통일, 북한, 북정책에 한 인식이 다르게 존재

하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의 태도에 한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통일교

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단이 지속되면서 형성된 극심한 남남갈등도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학교통일교육에 

한 논의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해서는 책은 논의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통일교육 못지않게 사회에

서 학부모를 비롯한 기성세 를 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이 중요하

다. 두 영역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학부모

와 학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며 학생들이 자라서 기성세 가 

된 후 다시 미래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은 크게 보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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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고정석 외, 2004; 박병철·김형빈, 2014: 44에서 재인용) 

“사회통일교육은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

어 시행되어 왔다”(박병철·김형빈, 2014: 45). 공공기관으로는 통일

부 통일교육원과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교육기

관, 각종 공공연수기관 등이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형으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자문, 지원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자유총연맹 등을 들 수 있다(배영애, 2014: 68). 민간주도의 사회통일

교육기관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YMCA, 흥사단이 있으며, 

종교단체로는 한국기독교총연맹, 한국기독교협의회, 천주교 서울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원불교 중앙청년회 등이 있다. 기타 청소년단체, 학 

부설시설 평생교육원 등이 있다(송영 , 1999; 배영애, 2014: 68에서 

재인용).

사회통일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일

교육의 결과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작용한다. 사회통일

교육의 상이 학교의 인적 요소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분리되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사회통일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를 

비롯한 교육활동의 상에 초·중·고 학생들이 포함되기도 한다는 점에

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회통일교육은 남북 간 평화번영시 의 주역인 일반사회인

을 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변화하는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창희, 

2007: 159). 특히 사회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통일의식

이 변화하게 되면 남북관계에 한 여론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러한 사회

적 변화는 다시 학생들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사회통일교

육은 “통일문제에 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관

심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김창희, 2007: 164-165) 사회적 차원에서 

통일 논의의 붐(boom)을 형성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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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사회

통일교육은 일반 사회인들을 상으로 한 재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다”(고정석 외, 2004; 박병철·김형빈, 2014: 46에서 재인용). 이처럼 

사회통일교육은 남한 내에서 존재하는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

고 통일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 를 형성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

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의 사회통일교육에 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며 학교통일교

육에 한 앞선 평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첫째, 학교통일교육과 마찬

가지로 사회통일교육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중앙집권적으로 운

영되어 왔다. “정권에 따라 통일교육은 일방적, 계도적인 차원에서 진

행되어온”(신희선, 2012: 8) 측면이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행

하는 통일교육지침서는 사회통일교육에 한 지침을 해마다 별도로 발간

하거나 학교통일교육과 통합본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일교육의 

기본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사회통일교육

을 주관하는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고 자발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회통일교육은 정권 교체에 따라 교육 방

향성이 변화하는 문제가 있다. “통일문제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중

장기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

다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신희선, 2012: 7) “정권의 교체와 남

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안보교육과 평화교육에서 한 방향으로 강조점의 

변화를 보였다”(박병철·김형빈, 2014: 52-53). 지향점에서 일관성을 

잃게 될 경우 사회통일교육은 정당성을 잃게 되고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어렵다. 

셋째, 민간 차원의 사회통일교육은 다양성의 차원을 넘어선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통일관 및 북한

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너무 편향적 시각에서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

어 북한사회의 객관적 이해와 통일에 한 균형적 시각을 길러주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통합이 아닌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

래”(조정아, 2002; 배영애, 2014: 81-82에서 재인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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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에 있어 어떤 기관에서는 철저한 반공 논리에 치우쳐 교육을 

하는가 하면, 어떤 기관에서는 지나친 통일지상주의적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고성호, 2001; 배영애, 2014: 81에서 재인용). 남한의 시

민사회가 인식하는 분단, 북한의 모습이 상이하고 지향하는 통일의 모습

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하는 단체에 따라 교육의 지향점이 다르고 교육의 

결과 또한 양극단으로 나타난다.  

넷째, 사회통일교육이 “교육내용이 이념이나 체제 내지 제도에 집중

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일 비교육으로써 부족하며, 수강 상의 관심이

나 요구,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배영애, 2014: 81)는 비판이 있다.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수요자의 요

구에 무관심하여 다양하지 못하고 단조롭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아래로

부터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한 고민이 반영되지 못하고 위로부터 

기획되고 제공되는 “일회성 강의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 자료와 정보 

제공을 통한 교육, 체험과 행사참여에 의한 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

다(배영애, 2014: 75-78).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행 사회통일교육이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중

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오는 가운데 정권 교체에 따라 교육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교육 또한 해당 민간단체가 

어떤 이념적 지향을 갖는가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고 수강자

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사회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사회

통일교육의 방향에 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방식이 옳지 않듯이 교육 실행 주체

에 따라 반공교육, 안보교육, 통일교육 등 다양한 지향점이 혼재하고 있

는 현실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통일교육의 주체가 모여 앞서 지적

한 것처럼 쟁점이 되는 교육목표와 내용에 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

육의 방향성에 한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주요한 내용은 “타자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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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 의식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가는 사회적 의사소통 역량

을 키우는 것”(신희선, 2012: 18)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분단을 극

복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또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통일교육의 계획, 참여, 운영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지향점에 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최소한의 간섭과 시민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

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 “관변단체가 국가 지원을 받아 동원된 청중

에게 일방향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것으로 오도되지 않아야” 

하고 “ 중문화에서 자생적으로 생산된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자연

스럽게 남북한 현실을 생각해 보고 교육 참가자가 스스로 통일관을 정립

하도록 내적인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신희선, 2012: 

22). 

셋째,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는 “교육내용을 개발, 운영하는 데 있

어서도 상에 맞는 다양하고 적시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배영애, 2014: 82)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의 미래상에 한 흥미와 상상력을 유발하는 노력이 중요하

고, 참여자의 호기심을 유도하면서 각 상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

시할 필요가 있다”(신희선, 2012: 13). 특히 “참여자가 직접 체험하

는 학습의 비중을 늘려가며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적극성이 발휘됨으로써 호응도

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배영애, 2014: 85). 

넷째, 지향점에 한 사회적 합의의 바탕위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활

성화하게 되면 사회통일교육의 지방분권이 가능해진다. 통일문제는 국가

나 민족 차원의 거시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조망되

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각자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토 에서 사고하는 연

습은 분단과 통일문제를 이념 논쟁과 같은 추상적이고 소모적인 문제로

부터 삶의 문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각자의 삶과 분리된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고 교육효과 또한 지속되기 어렵다. 지방 분권 시 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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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회통일교육의 세부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통일의제 생산자로서 언론의 성찰과 역할 강화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한 학교 밖 환경은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즈음하여 통일에 

한 뜨거운 사회적 분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언론과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이 북한, 통일에 해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

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된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에 발표된 통

일 박론 역시 여러 논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확 하

고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였다31)는 점에서 잠재적 교

육과정에 해당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학자들은 이러

한 학교 밖 사회에 한 관심이 교육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연구

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32). 학교 교육을 통해 어찌해볼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학교와 교육 당국만

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서 학교 밖 사회 환경의 개선에 한 관심도 필요하다.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를 통해 국제정세와 남

북관계, 북한의 행위, 북정책과 통일정책 등은 주요하게 언론을 통해 

학교의 인적 요소인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전달된다. “ 중매체의 논

31) 2014년도에 실시된 KBS 국민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통령의 통일

박론에 해 ‘공감한다’(61.5%)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30.2%)

는 응답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많았다(KBS 남북교류협력단, 2014: 56).

32) 김종서(1987)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에서 학교의 생태에 집중하고 

학교 내에서의 학부모를 포함한 인간관계 및 사회 환경은 가볍게 취급하였

는데 이는 사회 환경이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한 원천임을 부인해서가 아

니라 이 문제는 교육에서 해야 할 일의 범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

육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서기 때문이라 하였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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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 보도 방향이 정상적인 통일교육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게 

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게 한다. 중매

체가 청소년들에게 감각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특

정 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황

인표, 2014: 487). 미디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회적 산

물과 접한 연관관계에 놓인 보도를 하며 그 속에서 의미가 해석되고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한다”(백선기·이금아, 2011: 

96). 북한문제나 통일문제에 한 정보를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보다 학

교 밖에서 더 많이 얻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B: 122-123)는 

연구 결과는 학교 밖 사회 환경으로서 언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언론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주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창 역할

을 함과 동시에 의제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언론을 접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 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학생들의 북관과 통일관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 

논의에 있어 언론은 여전히 중요하며 언론 종사자가 성찰해야 할 점들이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

이 있다. 사람들은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과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유일한 방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공간은 학교로 제한되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 세상에 

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언제나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학생들 또한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고 담론을 이끌어가는 기성세 인 언론인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매일 쏟아져 나오

는 수많은 언론매체의 메시지들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게 될 학생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언론 종사자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불

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에 한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사와 언론 생산자는 특정 이념을 견지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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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보도에 임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보도를 접하는 독자 역시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는데 어

떤 매체를 접하는가에 따라 통일문제에 해 상반되는 정보를 수용하고 

영향을 받게 된다. 전쟁 위기를 다루는 언론 기사를 예로 들어 보자. 북

한의 군사적 도발을 우리 언론에서 다루는 일은 2017년 현재 일상화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 언론사는 언론사의 이념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한 보도는 북한에 한 혐오, 

적 감, 무시, 이면의 의도 파악, 국제관계 차원의 해석 등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도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그것을 수용하

는 사람들이 갖게 될 의식의 차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 또한 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문제와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남북관계의 특수

성은 언론의 공정한 취재와 보도에 영향을 미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

로 인해 “민족화합이라는 이념적 지향성 속에서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이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정재철, 2009: 150). 언론에 비치는 북한의 모습이 이러한 

이중적 관점에 한 강조점이 달라짐에 따라 매우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

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행사에 등장하는 북한 응원단의 모습과 

비무장지 (JSA,  Joint Security Area)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하는 

병사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모습은 매우 극단적이다. 

둘째, 언론 종사자조차 남북한 관계에 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북한보도의 경우 정부에 의한 통제나 이용이 이루

어지면서 취재원이 지극히 제약되어 제 로 취재를 할 수 없고”(박용

규, 1998: 201)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 정부 당국이 관련 내

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

하지 않아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북한 관련 정보가 부족

해 실제 상황과 다른 기사가 보도될 수도 있다(정재철, 2009: 143). 또

한 “북한 취재에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해서 그 모두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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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라는 인식이 보다 더 중요하다”(강태호, 2000: 222-223). 직접 

경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양상과 달리 지엽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을 진실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에서 학교로 전달

되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는 다른 교육 주제에 한 정보에 비해 불완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언론사의 이념 지향과 정부와의 관계가 보도에 접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 방향은 그 신문이 지니고 있는 이

데올로기 성향에 주로 좌우되지만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와의 관계

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 정부가 해당 언론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적 적인 관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가 보수적 

북정책을 펴느냐, 진보적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 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백선기·이금아, 2011: 98). 

넷째, 언론인들은 국민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로부터도 영향을 받는

다. 정재철(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방송사 기자가 북한 관련 보도

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요소는 국민 정서나 특정 사건이 유발시킨 

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결 구도

의 경직된 북정책과 북관 혹은 보수 언론의 북관 등이 기자들의 

자유로운 북한 뉴스 가치 판단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35).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총격 사

건은 남한 사회의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언론 종사자들이 통일문제와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학교통일교육이 처한 잠재적 교육과정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난제들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은 이러한 한계에 한 진지한 성찰 속에서 

언론 생산과 보도에 임해야 한다. 언론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이고 또한 공기(空氣)와 

같다”(법정, 1995: 286)는 명제를 정당하게 여기는 언론 및 언론인이

라면 과연 오늘날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한 진지한 성

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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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해당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과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

고 사회적 차원의 갈등과 위기를 조장하는 역할에 머물 때 이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에 한 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언론 보도 또한 사회의 공기(公器)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언론은 남북한 간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 갈

등과 립의 관점에서 흥미 위주의 상업적 보도에 몰입되어 불신과 반목

을 강조하는 ‘반공 의제 생산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를 궁극적

인 목적으로 설정한 가운데 ‘통일 의제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2. 학교의 생태 변화를 반영한 학교문화 혁신

현재의 남북관계는 경쟁과 립, 첨예한 갈등 속에 있다. 남한 사회 

내에서도 신자유주의 경쟁체제가 깊이 내면화되어 있고 그로 인한 사회

적 문제33)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

육과정 또한 이러한 사회 현실과 무관치 않다.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목

표를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인성을 갖고 사회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 

믿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지만 경쟁문화가 일상화된 학교에서 

쉽게 무기력해진다.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성적 경쟁이 일상화 된 

학교에서는 학교 급이 오를수록 정기고사나 상급학교 진학 등 성적 위주

의 학교 운영이 강조된다. 학교 교육활동이 성적 향상과 입시라는 목적

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면서 학교 프로그램의 본질적 목적은 쉽게 훼손되

고 그러한 상황이 일상화된 학교에서 교사들은 무기력하다. 

학교의 생태적 측면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발생하는 군집성의 부정적 측면이 그 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학 입시

와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경쟁문화가 일상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배려와 

협력의 문화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그 의

33) 양극화로 인한 빈곤 문제, 무상보육과 급식을 둘러싼 복지 논쟁, 극심한 

취업난, 량 해고 사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최하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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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퇴색되었고 한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자에 한 혐오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강력하게 작동하였던 권력관계는 학생들에게 정보와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오늘날 학생들은 이러한 권력 관계에 

순응하지 않으며 학교가 제공하는 형식적 교육과정에 한 학생들의 저

항도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의 학교에서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1급 정교사 연수에서 

관찰한 교사들의 연수 풍경을 SNS에서 전한 어느 교사의 한숨 섞인 감상

은 교사문화에 내면화되어 있는 경쟁관계의 단면을 보여준다. 

1정 연수에서는 교사의 성장을 지필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서열화해

서 승진점수에 반영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수 초반부터 점수를 잘 얻기 

위해 애를 쓰는 교사들을 본다. 며칠 전부터 강의 책자에 형형색색으로 밑줄

이 그어져 있고 주요 개념들을 외우는 선생님들을 본다. 연수를 3주간 진행

해도 선생님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개인화되어서 움직인다. 

같은 교실에 있어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교사가 부분이다. 1정 연수에서조

차 배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데 하물

며 학교에 가서 무슨 변화를 도모하겠는가!34)

학교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지속되어 왔지만 현장

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미흡했고 오히려 혼란을 조장했으며, 거듭된 

좌절감은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학교문화를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문화로 혁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

다. 학교의 문화를 바꿔내는 일 또한 교육계와 학교 안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교가 사회의 직·간접적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영향

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통일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이 실

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생태 변화를 반영한 교육적 노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4) 출처: https://www.facebook.com/esfkth (검색일: 201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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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학교문화 형성 

학교 교육의 결과는 학교문화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교문화는 

“학교를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어

떻게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정하성·유진이, 2012: 172)이라 

할 수 있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관리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

냐에 따라 학교 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와 학교의 유

기적 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학교에서의 문화 습득이 사회생

활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일치될 수 있도록 생태학적 차원에서 학교

문화를 확립해 나아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김종두, 2007: 

173). 

학교통일교육의 세부 원칙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교 안의 문화를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문화로 바꿔내는 것

이다. 극단적인 경쟁과 혐오가 일상화된 교실에서 통일이 지향하는 평화

와 화해, 협력의 가치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경직된 학

교문화는 사회 분위기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의 노력만으

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수업과 학교풍토의 변화를 통해 일정 부

분 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먼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남한 사회에

는‘같아져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개성을 추

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같은 문화적 지향을 가졌을 때 오히

려 편안함을 느낀다. TV나 인터넷에서 소개된 유명 여행지나 맛집을 찾

아다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 다름이 부각되면 따돌림의 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초·중·고 12년 동안 학

교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학생다운’용의 복장은 어쩌면 

‘동질화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르쳐온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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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다름’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자연의 이치는 오히려 각자가‘다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고 

함께 공존할 수 있다. 모두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사고하고 있다고 생

각해 보면 그런 사회는 성립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자

세를 가르치는 것, 이러한 삶의 자세가 내면화될 때 학생들이 비로소 편

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통일과 북한을 바라볼 수 있다.

둘째, 경쟁의 문화를 배려와 협력을 중시하는 공존의 문화로 바꾸어

야 한다. “학생들의 정서적 도덕성, 즉 타인을 배려하는 공감과 연민 

그리고 친 감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사람의 관계성은 공동체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서로에 한 배려

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 자체이다”(Noddings, 

1984; 김철운, 2012: 304에서 재인용).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험난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학

교의 생태적 속성상 기본적으로 경쟁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입시 경쟁 문화로 인해 협력과 배려를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때문이다. 최근 수능개편안을 두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의 

핵심도 학교 교육을 기존의 방식처럼 ‘한줄 세우기’를 통해 학생들을 

서열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과열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것인지

를 두고 벌이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지향하면서 학생 한명 한명을 자기 삶

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창의력과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의 

학교교육은 학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행위규범과 규율에 ‘무조

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정한 근거에 의해서 가치 결정

이 이루어지는 학교공동체의 행위규범과 규율에 ‘책임의식과 실천의지

를 드러내는 학생’을 길러야 한다”(김철운, 2012: 302). “자신의 행

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동시에 타인에 한 

관심과 인정을 베풀 줄 아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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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은 반드시 통제와 복종의 상이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받는 권

리의 주체여야 하기 때문이다”(김철운, 2012: 305). 

학생들의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서게 되면 학교 활동과 수업에

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 무비판적 수용자에서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이 과정에서 토론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학생

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

어야 한다. 토론의 문화는 통일과 북한문제를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국가 차원의 거 한 담론이기 이전에 자신의 삶의 

문제로 사고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며,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

한 관점을 이해하고 조정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소통

의 과정은 다름에 한 존중으로 이어지고 공존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된다. 이를 위해 학교행정가과 교사들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학급당 학

생 수의 감축,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의 변화 등 인적, 제도적, 물질적 

변화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한명 한명이 자기 삶의 주체

로 자리잡게 되면 수업 외의 공간에서도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

는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2) 삶의 문제로 통일을 고민하는 참여의 수업문화 형성 

본 논문의 Ⅳ장 2절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하나인 

학교의 생태적 속성이 사회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군집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성, 인내심, 질서의식, 절제 등을 학습하

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해온 측면이 있으나 오늘날 학생들은 공동체 생

활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개인주의와 실리 추구 경향

이 지배적인 문화가 되었다. 입시 과열 경쟁으로 상징되는 경쟁문화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넘어 학력과 학벌이 우선

되는 사회문화를 고착화하였고 교육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학교교육이 수

단시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수동적 복종을 강요하였던 학교의 

권력관계는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규율적이고 획일적인 인간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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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지고 있지만 안적인 관계는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

황에서 위로부터 계획되고 제시되는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는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

면당하고 있다.  

학교 생태의 관점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지나친 경

쟁, 군집성의 부작용, 권력관계에 한 저항 등으로 학습 무기력 현상을 

암시한다. 경쟁에 익숙했고 성공을 경험했던 기성세 들은 미래에 한 

불안, 뒤쳐짐에 한 불안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강한 경쟁의 

문화에 자식들을 편입시킨다. 그러나 경쟁의 문화는 소수의 성공한 자들

과 다수의 실패자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연속된 실패의 경험이 주는 잠

재적 교육과정은 매우 부정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반응이나 행동이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부정적인 결과를 바꾸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믿음을 형성할 때,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

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반응-결과 사이의 무관성

(non-contingency) 기  형성의 결과로 느끼게 되는 무기력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일컫는다”(Hiroto and Seligman, 1975; 이명진·봉미미, 

2013: 79에서 재인용). 학교에서 “학습자를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교실 안에서의 경쟁을 줄이고 평가

방식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입시위

주의 경쟁교육을 지양하는 것이다”(이명진·봉미미, 2013: 93).

그동안의 학교통일교육 논의는 청소년 학습자의 발달단계, 관심 영역 

등에 무관심한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또는 ‘통일을 원한다’ 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의 교육정책, 특히 통일교육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

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쌍방향 소통을 어렵게 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 의지를 감소시킨다. “최근에는 교사전달중심 및 나열식의 수

업방식에서 탈피하여 토론·자기주제발표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학업풍토로 인해 여전히 획일적인 수업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수업문화에서는 학생 주도적이기보다는 교사의 가치관·규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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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법에 따라 수업분위기가 좌우 된다”(정하성·유진이, 2012: 178). 

교육학적 관점에서 좋은 교육은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배우도록 격

려하며, 상호 협조적이고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교수법을 활용하고, 모든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Arthur, 2004; 신희선, 2012: 22에서 재인용). 학생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한 논의에는 누구

나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해 

익숙하지 않다. 교육과정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교육 참가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통일교육 내용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신희

선, 2012: 23) 과정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비로소 통일문제는 학습자 자신의 삶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은 이미 학생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

한 수업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것”(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2)을 강조하고 있

으며, “쟁점이나 사례 중심 접근”(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3; 교

육과학기술부, 2011A: 44)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참여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2; 교육부, 2016: 15; 교육

과학기술부, 2011A: 4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논란이 되

거나 민감한 현안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교육부, 2016: 

15-16)는 모순된 지침을 제시하기도 한다. 교실에서 통일교육을 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과제가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개방적 논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들은 “수업 중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학습자 중심적이고 구성주의적인 교수

법을 사용해야” 하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

여주는 학급풍토 지각의 변화는 자기 주도 학습과 학업성취의 변화로 이

어진다”(정우진, 2011: 139). 이러한 변화를 위해 교사의 학생에 한 

인내와 신뢰가 중요하다. 수업 참여 의지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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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차 줄어들고 고등학교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말문을 닫고 엎드려 버

리는 것이 한국 학교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다. 교사들은 가르쳐야 할 

내용도 너무 많고 더구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혼자 이야기하는 수

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들은 자신들

이 익숙한 방식의 수업을 지속하면서 ‘참여’보다 ‘호응’을 원한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학생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참

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생들의 참여가 없는 수업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통일에 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학생들의 무관심, 혹은 북한에 한 극단적 혐오를 표현하는 학생들

의 생각들과 마주해야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더 불편한 수업이 된다. 

교사들은 불편한 주제나 민감한 수업내용을 강 설명하고 넘어가거나 

회피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에서 적용되어야 할 세부 원칙을 

수업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을 주

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수업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잠재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의 시작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통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말할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말할

까?” 등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

고,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느낄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각자의 삶의 맥락에 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이 존중받는 

가운데 합리적 안을 모색하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위의 수업 상황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이다. 각각

의 관점이 어떤 상황 맥락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 179 -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들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

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기도 하다. 

셋째, 각자의 입장에 한 성찰은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야 한다. 학생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자

신의 생각을 보다 강화하기도 하고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수업에서 교

과서의 지식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생각들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며 그

에 해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교사의 강의에서 제시되지 않고 학생들의 

참여 과정에서 스스로 가치를 선택하도록 한다. 

혹자는 이러한 수업에 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학

생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각자의 가치관에 일종의 도발적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통일교육의 결과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사가 설명하는 수업과 

학생들이 고민해야 할 주제를 제시하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수업 중 

어떤 것이 더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을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수업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자존감을 회

복하게 도와주며 궁극적으로 각자의 삶의 문제로서 통일을 고민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전통적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이해

되어 왔다. 타일러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과정 개발론자는 교육과정을 교

육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조직,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진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교육과정 개발에 한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처방적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를 설명하기에는 한

계를 지닌다(Kliebard, 1995; 박희경, 2016: 189에서 재인용)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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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워커(Walker)로 표되는 교육과정 개발에 한 안적 관점

은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실제에서 의사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

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으

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박희경, 2016: 189). “워커에 따르면 교

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들은 각자가 지닌 믿음과 가치 체계

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복잡한 상호

작용의 과정, 즉 숙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숙의란 합리적인 교육

과정 안을 찾기 위해 의사결정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타협하고 조정하

는 과정으로서, 워커는 이러한 타협과 조정의 과정을 복잡하고 상황적인 

정치적 과정으로 바라보았다”(안미숙, 1996; 박희경, 2016: 189에서 

재인용). 실제로 교육과정 개발 연구자들의 관심과 전문 지식에 한 이

해도는 물론 교육과정 개발 단계의 사회적 분위기 등의 영향을 받아 교

육과정이 구성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교육과정은 국가 주도하에 구성되고 운영

되어 왔다. “교육과정 개정의 여부, 시기, 방향을 비롯하여 개정을 위

한 조직의 구성,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

어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또한 그동안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그러

하였듯이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었으며 총론과 각론 개발자 간의 민주

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

로 보인다”(박희경, 2016: 189-190). 그런데 교육과정 개발자가 개정

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어떤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는가에 

한 관심은 상 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자 개인의 연구 결과, 기존 교육

과정에 한 비판적 연구, 새로운 국가 수준의 요구, 사회 변화를 반영

한 새로운 교육 내용 요소의 반영, 현장 교사들에 한 조사를 통한 요

구 수렴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절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잠재

적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잠재 영향 강화를 위한 원칙과 세부방안에 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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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개발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이해는 교육

과정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잠재적 교육과

정은 ‘학교 교육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진술’보다는 

‘학교 교육이 이러이러하다’는 ‘사실적 진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

게 한다”(김재춘, 2002: 59). 즉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현실

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학교 교육의 결과를 이해하게 하는 기능주의

적 관점, 학교와 사회의 관계를 사회구조적인 모순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비판하는 갈등론적 관점, 학교 교육의 현상을 교육 주체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해하는 해석학적 관점 등은 학교 교육의 원인과 결과를 총체적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교 교육의 현실에 한 체계적인 분석

과 반영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개정을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삶에 보다 실질적으로 다

가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이해의 바탕 위

에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라는 세 측면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밝혔다.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생태

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은 그 자체의 특성, 사회와의 상호

작용, 시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군집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집단

생활의 경험을 통해 독립심과 성취감을 기르는 등 사회화를 경험하는 기

회를 갖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적 시도들에 

한 저항도 학교의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 로의 변화는 학생들이 더 이상 군집성에 순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현

상을 잘 설명해준다. 또한 경쟁문화가 일상화된 교실은 입시 위주의 경

쟁 교육으로 인해 협력과 공생보다 경쟁과 시기를 내면화 하는 교육으로 

전락하였으며 혐오와 적 의 문화까지 자라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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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학생들의 일상이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교

사의 노력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권력관계의 측면에서도 학교와 교

사의 권위가 인정되고 그들이 전달하는 교육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달되

고 흡수되던 과거에는 통일교육이 당위와 규범으로 일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용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러한 권위에 한 저항이 

일상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와 같이 상부에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

로 제시하는 방식은 그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점에서 학

교의 인적 요소가 갖는 특징에 한 고려 또한 교육과정 개정에서 반영

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과 같이 각자의 관점이 첨예하게 립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 쉬운 주제를 다룰 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가를 파

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관점을 이미 내면화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갖게 된 태도에 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한 고려 없이 교육과정이 구성된다면 그 교육과정은 현

장 적합성을 잃게 되며 그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 역시 학생들에게 설득

력을 얻기 어렵다. 

또한 교육의 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교육 주체들이 어떤 생각

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통일교육과 같이 민감한 사회적 

주제를 다룰 때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등 어느 

한 측면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공정하게 화에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 속

에서 마음속으로 반공주의를 내면화 하고 있는 한 학생이 ‘북한과의 교

류 협력을 통해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시작되

는 수업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외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과

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 가운데 토론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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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아래로부터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요구한다. 학생들은 빈 그릇

이 아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학생들을 빈 그

릇으로 여기고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고민해온 

측면이 있다.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일과 북

한문제에 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학생들의 무관심만을 탓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무관심하게 된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 밖 사회 환경에 한 진단과 이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자는 청소년과 교사의 인식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의 상징적인 측면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Wren, 1999: 596).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들과 일부 교사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고민들을 토

로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

라, 교과서와 교사, 교과서와 학생,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해 살피는 가운데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과서 이외에 어떤 부수적인 소재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지, 그러한 소재들을 통해 어떤 가치와 정보를 수용하고 한편으로 

거부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조건은 무

엇이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한 조사 결과가 교육과정 개정의 출발

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물음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SNS 활동에 익숙하며 실시간으로 세상

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한 정보를 과거와 달리 쌍방향적이고 주도적으

로 소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소 철 지난 소재들을 활용하여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지식과 이야기들이 어떻게 생동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견인하지 못하고 무미

건조한 가치중립적 단어들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교사들에게 “교과서가 그렇지 뭐”라는 식의 체념적 응은 우리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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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답은 아니다. 단순히 자극적이고 일시적 흥미

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현실의 

문제로 성찰하고 지혜를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구

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교 밖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읽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

며, 학생들이 접하는 주요한 가치와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한 경험적 연구 결과의 바탕 위에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녁 밥상머리에서 접하는 TV 뉴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실험 소식 등이 마치 게임 중계하듯 다루어지고 전

쟁 위기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눈높이

가 아닌 국가 차원의 과제와 전망에 한 논의를 요구하는 학교통일교육

의 형식적 교육과정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 하기 어렵고 통일문제를 무

관심과 무시, 더 나아가 거부의 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2) 보편주의 원칙 적용을 통한 잠재 영향 강화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시 에 따라 많은 부침이 있었다. 

“어떤 명칭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우리

의 통일교육이 지니고 있었던 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원칙이 없었

다”는 박찬석(2000: 31)의 17년 전 비판은 지금도 유효하다. “통일교

육이 독립 변수라기보다 종속 변수였다”라는 황인표(2014: 25)의 주

장, “북한이해교육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

다”는 조정아(2007: 293)의 주장, “통일교육이 정권 유지를 위해 정

권을 홍보하고 국민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최성광(2013: 

164)의 주장 등은 학교통일교육을 포함한 통일교육이 본질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고 도구적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러

한 부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학교통일교육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되었고 교사와 학생 모두 다가서기 부담스럽고 재미없으며 자신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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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는 문제로 멀어졌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영향력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도적이

고 고의적인 영향과 관련된 것을 형식적 교육과정, 무의식적이고 계획되

지 않은 영향과 관련된 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Gordon, 

1982: 188-189). 잠재 영향의 측면에서 고든(1982)은 학교의 물리적 환

경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그 영향력이 일관적이고 학교의 사회적 환경

의 구조적 특성 또한 지속적인데 반해 학교의 인지 환경은 변화하여 사

회적, 물리적 환경보다 일관성이 덜하기(190) 때문에 영향력이 낮다고 

보았다. 

잠재 영향은 교사의 태도와도 접한 관련이 있는데 “형식적 교육과

정의 전달자로서 교사는 교실 상황에서 많은 상충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 자체는 유동적인데 반해, 잠재적 교육과정의 무의식적 

전달자로서 교사의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일관성을 보일 가

능성이 훨씬 높다”(Gordon, 1982: 190). 교사가 가르치는 인지적 요소

들은 교실 상황에 따라 가감이 이루어지거나 변화할 수 있는데 반해 교

사의 태도를 통해 잠재적으로 전달되는 특성은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윤리 교사가 수업을 통해 간헐

적으로 전달하는 도덕적 지식과 담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보

여주는 도덕적 태도가 다를 때 후자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학생 태도의 측면에서도 잠재적 교육과정이 더 효과적이다. 고든

(1982)은 잠재적 교육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해

독 또한 무의식이어서 형식적 교육과정에 해서만큼 그 영향력에 저항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형식적 교육과정보다 더 효

과적이라고 보았다(191). 이는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서 일관성을 견지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학생들에게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이고 널

리 배포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

서는 일회성, 이벤트성 교육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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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은 목표와 내용 

사이, 목표와 방법 사이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

고 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목표는 같다 하더라도 어떤 통일인지, 어떻

게 이룰 것인지, 통일의 상 로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것인

지 등에 한 관점이 달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 

과정이 수정되고 최신 교육 이론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의도한 교육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 교

육과정의 구성과 적용에 있어 잠재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항에서는 서보혁의 보편주의 통일

론을 소개하고 이를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 구성에 적용함에 있어 세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보혁(2015)은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이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보편주

의와 민족주의가 동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보편주의적 

통일 논의의 원칙으로 보편성, 포용성, 일관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

편성의 측면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비판한다. 보편성은 통일의 필

요성과 지향성이 국가나 민족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세계적인 규범을 

반영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민족주의, 국가주의 통일

론은 보편성과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포용성이다. 남북 체제

경쟁 과정에서 북한 체제가 통일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에 한 근본적

인 회의는 우리 사회에 상존한다. 그런 통념은 민주화를 거치면서도 헌

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지지받아왔다. 포용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목이다. 셋째, 

일관성이다. 각 정권의 북정책이 정책 지향과 주요 수단에서 일관성이 

부재했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에서 공감 를 얻는 성찰 지점이다. 보편주

의 통일론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인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달성하

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285-289).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학교통일교육 교육과

정의 잠재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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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Ⅴ장 1절에서는 그동안의 학교통일교육에서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이 자유민주주의에 한 해석, 민족공동체의식에 한 

강조, 안보관과 통일관 사이의 강조에서 일관성이 부족했음을 다뤘다. 

보편주의의 원칙은 이러한 혼선을 극복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먼

저 자유민주주의가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가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수용

하고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관

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민족공동체라는 가치는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 이후 배타

적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자세를 갖도록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보

관과 통일관에 한 해석에 있어 분단현실에 한 인식교육에서 안보문

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안보관을 강조

한다면 보편성을 잃지 않고 설득력을 갖게 된다.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 구성의 원칙으로서 보편주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통일교육의 주제인 분단, 민

족, 통일 등을 세계적인 규범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다루어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시공간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

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 북한에 한 관점, 통일을 위한 노력에 이르

기까지 다뤄지는 주제들이 평화, 인권, 정의,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관점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포용성의 관점에서 북한에 한 인식을 다뤄야 한다. ‘적이자 

협력의 상’이라는 식의 이중적 이해는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가치를 우선하여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면 북한

을 협력 상, 통일 상 로서 발전시켜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안

보 위협 상으로서 북한을 다루면서도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포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안보의 차원에서 안

보 문제를 다루게 되면 북한과의 화해,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

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셋째, 일관성에 비추어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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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동안의 학교통일교육이 승공교육, 반공교육, 안보교육, 통일·

안보교육, 통일교육 등의 이름으로 변화해온 현실은 학교통일교육 교육

과정 논의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일깨워준다. 정

권에 따라 가치 지향이 바뀌는 학교통일교육의 비일관성은 학교통일교육

에 한 무관심을 낳은 주요한 원인이다. 일관성 있는 학교통일교육 교

육과정은 평화와 인권,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북한과

의 관계가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

다는 원칙 속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 영향이 강화되어 학

생들이 삶의 문제 중 하나로 분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 

3) 숙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능동적 참여 보장

 

2000년  이후 한국의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절차적으로 이

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이 선언되면서 “이전 교육과정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 개정을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강현석, 2016: 88) 실제로는 교육

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 결과에 한 확인이 없이 다음 교육과정이 개발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35). 

“총론 우위의 개발”(조난심 외, 1999; 박희경, 2016: 193에서 재인

용)이 이루어지면서 총론과 각론 간 소통이 부족하고 “지침에 한 해

석의 차이”(박희경, 2016: 198)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자들 간 충

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과 전문가들의 요구 혹은 견해

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박희경, 2016: 194). “교육 수요자

인 학생이나 학부형의 요구도 교육과정 개발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다”

(이해명, 2003: 217).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숙의 과정은 내용과 절차

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36).

35)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Ⅱ장 3절 3)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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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은 “국가적인 요구를 일방적으로 교육현장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이해명, 

2003: 216).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 부분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것을 학교에서 원안 로 적용하는 형편이어서 교사 배제가 

역설적으로 제도화되는 모순이 존재한다”(강현석, 2016: 82). 교육과

정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상부로부터의 지침, 다양한 요

구, 한정된 자원, 교사의 다양한 반응 등”(손민호·박제윤, 2009: 

176)은 물론 학생들의 견해가 공유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숙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교사의 통일의식을 비롯

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숙의 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확 하는 것

은 형식적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

다. 교사들은 통일에 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

의 규범 전달자로서 역할을 부여받으며 비록 그러한 규범이 자신의 가치

관과 다를지라도 따라야 하는 조건에 놓여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의 통

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지시와 통제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

거나 불일치하는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은 진정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교육의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

학생의 태도와 관련하여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또래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C; 통일부 통일교

육원, 2016B)에 의하면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통일 필요성에 해 더 

36) 강현석(2016)이 제시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의 문제점은 다음

과 같다.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 집단의 견해만을 반영하거나 모든 관점을 

포함하려고 하지 않는 파당적(partisan) 숙의, 소수 몇 요인만 고려되거나 

혹은 배제되는 제한적(limited) 숙의, 숙의의 상이 되는 문제에 하여 

재검토나 재규정이 불가능한 한정적(defined) 숙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이 목적이나 이상, 기본원칙, 장기계획, 철학만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

는 유사(quasi) 숙의, 숙의와 결정에 앞서 거친 수준에서 정보나 의견을 교

환하는 공청회(hearings) 수준에 그치고 있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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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사고하고 있으며 국가와 민족 같은 거시적 관점보다 자신의 

삶의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통일문제, 분단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학교수업보다 학교 밖으로부터 언론과 SNS 등을 통

해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접하는 가운데 북한에 한 인식

에서도 통일 상 로서 인식보다 통일의 걸림돌, 군사적 위협자로서 인식

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생 개인이 처한 상황, 즉 부모님과의 관계, 

경제수준, 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 의해 전반적으로 통일의식이 영

향을 받고 있다. 

교사, 학생 등 인적 요소와 관련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형식적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첫째, 학교통일교육의 교육과정 개발은 학생과 교사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주의적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서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국가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어떤 방식을 다룰 것인가에 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규범을 개정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논

의의 조건을 조성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단순한 제시와 수용의 

상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해 ‘구성되는(constructed) 것’이라는 신념

을 기반으로 한다”(권낙원·민용성, 2002: 169-170). 교육과정의 구체

적인 적용에 있어 학습자들은 “개별적인 경험을 토 로 자신의 상황적 

맥락 속에서 지식을 구성, 재구성해 나가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권낙

원·민용성, 2002: 170). “상황적 맥락은 학습자마다 다르고 유동적이

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 구성요소들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없으며, 계획된 교육과정이라도 언제든지 변화의 가능성에 노출되어야 

한다”(권낙원·민용성, 2002: 175).

둘째,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 개발은 학생과 교사가 교육과정 평가와 

새교육과정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숙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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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d(1990, 1999)는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독특

한 경험의 질을 중시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만나서 교육과정을 산출

해내는 것으로 본다(손민호·박제윤, 2009: 173에서 재인용). “교육과

정 개발 과정은 목적 설정에서 평가에 이르는 직선적인 과정이라기보다

는 목적,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적, 순환적, 역동적 과정이며, 학교수준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경우에 가능하다”(Walker, 

1975; 손민호·박제윤, 2009: 173에서 재인용).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

성이 교사, 교과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에 의해 주도되는 가운데 

주제와 소재 구성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숙의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 함으로써 새롭게 구성하는 교육과정에 한 

풍부한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교사들의 통일의식을 조사

해서 반영해야 한다. “교육과정 실행의 핵심적인 주체가 교사라는 점에

서 교사들의 입장을 청취”(강현석, 2016: 84)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

의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2014년부터 매년 교

사와 학생을 상으로 학교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학생에 한 

조사에서는 북한에 한 관점, 북한주민에 한 관점, 통일에 한 관

점,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경험,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 채널 등에 

해 광범위하게 의식을 조사하는 반면, 교사 상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통

일교육에 한 평가, 통일교육 관련 수업 및 시험 현황, 통일교육 자료 

수집 및 지도 방법, 통일교육 연수, 통일교육 활성화 과제 등 교사의 입

장에서 학교통일교육 평가와 개선과제를 묻는데 그치고 있다(통일부 통

일교육원, 2016B: 8-54).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통일의식, 즉 북

한에 한 관점, 통일에 한 관점,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 채널 등에 

이르기까지 교사통일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결과에 한 조

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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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잠재 영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수업 

개선방안

1. 통일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변천, 교육

과정 영역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계에 해 논하였다. 학교통일

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학생과 

교사의 입장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정부의 의도가 강하게 개

입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교육의 일관성, 자율성, 창의성이 왜곡되는 문제

가 있었다. 또한 학생보다는 국가, 이념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교육내용

과 방법에서 발전을 기 하기 어렵고 통일 상 인 북한을 배제한 채 남

한만의 통일 논의에 머물러 왔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 등 학교통일교육을 다룬 교

육과정에서 영역별 일관성이 부족함을 논하였다. 통일교육지침서의 교육 

목표는 이념적 바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안보관, 민족공동체의식을 강

조해 온 반면, 도덕과 교육과정은 비교적 학생의 시각에서 분단의 현실

과 통일의 필요성에 한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통일교육지침

서의 교육 내용은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한 북한이해, 자유민주주의, 국

가안보, 정부의 통일정책과 노력을 강조하는 등 교육적 의미보다 국가정

책 홍보의 특성을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

서도 교과서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 양성을 강조해왔고 자료가 매우 제

한적이어서 교육과정 문서에서 쟁점과 사례 중심의 토론과 성찰을 강조

하지만 실제로는 활발한 논의를 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은 발행 주기가 다르고 소관 

부처, 전문가 그룹이 달라 유기적으로 결합해오지 못했고 일관성이 부족

했다. 국가수준에서 통일교육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문서는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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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관성을 갖고 학교 현장에 전파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지침서

는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학교통일

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통

일교육지원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지원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다37). 논의의 핵심은 양적으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

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반면 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통일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에 한 개선 노력은 부족하다. 통일교육지원법

이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에 해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 학교 현장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의 Ⅴ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이 의도한 교

육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한 사회 환경 및 제

도 개선, 학교문화 혁신, 교육과정 개발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

한 잠재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일관성 있는 내용과 방향

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 넓고 깊게 퍼져

서 영향을 미쳐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적이고 이념적 선언이 아

니라 교육적 논의의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

서 학교통일교육의 기본 지침에서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일교육지

원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7)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출된 3건의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312, 3519, 4782)에 해 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안으로 제시하기로 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제시된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 주간으

로 한다. 둘째, 통일관 설치의 법적 근거와 법령 위반 등의 경우에 한 시

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학 등에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고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때

에는 시정요구, 시정명령 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한다(국회외교통

일위원회회의록,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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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개념 재정의 

통일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ㆍ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 여러 요소를 서로 같거나 일치되게 맞춤, 여러 가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곳으로 모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등의 사전적 의미

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일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겨레가 하나로 되는 일, 즉 남북통일의 의미로 사용 

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통일과 남북통일은 엄 하게 말해 

그 의미가 다르지만 학계와 현실에서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즉 통일은 남북통일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통일교육에 한 개념 정의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 있고 관련 

문서에서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

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제시되어 있다. 통일교육에 한 이러한 정의

는 1998년 발간된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통일부, 1998: 

3)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통일교육지침

서에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6). 

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은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된다. 통일교육에 

한 논의는 주로 학교통일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상 로 계획되는 사회통일교육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염두에 둔 

학교통일교육은 그 상뿐만 아니라 성격, 내용, 방법이 달라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 및 교육부 문서, 연구자들의 연구물에서 학교통일교육에 

한 개념 정의를 찾기 어렵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 “통일교육과 학교

통일교육의 개념을 명료화해야 할 필요성”(오기성, 2014: 94)에 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논의를 통해 학교통일교육

의 개념 정의의 필요성과 내용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는 통일교육에 한 정의만이 제시되어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도 발행되

는 해에 따라 학교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통합용으로 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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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지만,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관련 연구자들은 통일교육

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학교통일교육을 통일교육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통일

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이 혼재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개념에 한 교육부의 입장은 2016년과 2017년 일선 

학교에 배포된 교육부의 ‘학교 통일·안보교육 가이드라인’을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학교통일교육 개념은 통일교육지

원법에 근거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자유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

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교육부, 2016: 14)으로 정의하고 있

다. 통일교육지원법에 제시된 통일교육 개념에 구체적인 교육 상을 명

시한 것 외에 특이점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통일교육의 정체성에 한 논의가 소홀했음을 보

여준다. 한반도에 거주하거나 한반도와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과 초, 중, 고등학

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학교통일교육에 한 개념 정의가 

단지 상의 변화 밖에 서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한 고민이 축적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

과 함께 어떤 지향점과 내용을 공유해야 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필요

하고 개념 정의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통일교육지침서에서 통일교육의 정의에 제시되는 자유민주주의

에 한 강조는 반공교육 시기나 통일안보교육 시기에 강조되었던 냉전

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

는 현실과 당위에 입각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도덕과 교

육과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북한에 하여 협력 상이기보다 적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해온 

안보교육38)은 통일교육의 근본 목표와 충돌하기도 한다39). 

38) 이러한 견해에 해 안보교육의 중요성과 안보교육의 다양한 내용 요소를 

들어 반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통일교육이 선언적

으로만 강조해왔던 인간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삶을 평화롭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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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

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

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

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②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과 사

회통일교육을 포함한다. 

② “학교통일교육”이란 초·중·고 

학생들로 하여금 한반도 분단의 과정

과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탐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방법에 해 토론하고 일상

에서의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③ “사회통일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시민을 상으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

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이해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해 검토하며 

일상에서의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의

지와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④ (현행 ②항을 ④항으로)

<표 23> 통일교육지원법의 통일교육 개념 정의 개정안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포함하여 <표 23>과 같이 

재정의 되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은 “초·중·고 학생들로 하여금 한

반도 분단의 과정과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탐구함으

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었는지에 해 회의적이다. 많은 

학교들이 통일교육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탈북자 초청 강연을 통해 남한 체제의 우월성과 북한 체제의 문제점만

을 부각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9) 통일교육 관련법과 지침에서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

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한 논의는 이 절의 이어지는 항에서 구

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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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방법에 해 토론하고 일상에서의 평화를 실

천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사회통일교육은 “지역

사회의 시민을 상으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

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해 

검토하며 일상에서의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기르는 교

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교육 상이 

학생과 일반시민이라는 점, 학교통일교육이 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분단

과 연관 지어 생각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해 탐구하도록 하고 사회통일

교육은 시민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현안 문제들을 분단과 연관 지어 생

각해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한 남북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데 이

러한 주제는 사회통일교육의 주요 논의 상이 된다. 한편 학교통일교육

과 사회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 일상에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분단문제 

극복의 필요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학교통일교육 개념에 한 새로운 정의는 ‘통

일을 위한 교육’보다 ‘분단과 통일 문제에 한 교육’의 성격을 더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통일에 한 다양한 관점을 견지하고 수

업에 임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통일을 당위적 과제로 설정한 통일교육

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

다. 또한 통일을 위한 교육은 그 선한 의도와 달리 교육활동에서 교화와 

주입의 가능성이 커서 학생들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거부반응을 불러일으

킬 수도 있다. 따라서 분단과 통일에 한 문제는 일방적이고 당위적으

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 현실을 제

시하고 그것을 학생과 시민사회가 각각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치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분단보다는 화해,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

로운 공존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에 해 합의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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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의 보편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강조

통일교육지원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제1조의 통일교육 

정의에서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고, 

제3조 기본원칙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

며, 제12조 고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

육을 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제4조 “ 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을 어떻게 해

석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해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 갈등이 발

생하고 있다. 다음 신문 사설을 통해 남한 사회의 통일 논의에서‘자유

민주주의’의미를 둘러싼 논쟁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중·고 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 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됐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 일부 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데 해 교과부가 이를 수리할 방침을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는 헌법에도 나와 있듯 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 

용어다. 그런 만큼 그것을 문제 삼는 이들에게 새 역사 교과서 개발 자문역

을 맡길 이유가 없다. 사퇴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비

롯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반 하는 이들의 주장은 우선 ‘민주주의’라

는 말로 충분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과 경쟁, 남북 립을 강조하는 이

념적으로 편향된 표현’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사상 유례 없는 공산세

습 독재체제인 북한의 자칭 국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고집함으로써 굳이 학생들에게 북한식 민주주의도 민주

주의라고 착각하게 할 어리석음을 무릅써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 

<후략>(국민일보, 2011)

이 사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북한에서도 국가 명칭 속에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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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와 구분되는 용어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를 반공주의, 더 정확하

게 말해서 반북주의와 동의어로 여기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관행의 

연장선”(김동춘, 2013; 조한상, 2014: 8에서 재인용)에 서 있다. 조한

상(2014)은 이러한 주장에 한 반론, 즉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저 

민주주의라고 지칭하자는 주장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 속

사정이 무엇이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자유의 소중함을 반박

하는 모양새는 설득력이 떨어진다(8)는 것이다. 

남북한 문제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한 강조는 체제 경쟁적이

고 이념적 립이 반영된 남한 중심 사고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남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의 

공산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 왔다. 이러

한 이분법적 적용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와 적용에 해 이견을 제시하

는 등 다른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역행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

의를 둘러싼 논쟁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발전해온 

것과는 별도로 통일과 남북관계에 한 논의에서 남한 체제 중심의 통일

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세력 사이의 경쟁에서 이념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40).

자유민주주의에 한 강조가 본래적 의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분

법이고 우열에 바탕을 둔 관점이 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통일교

육의 내용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

다. 즉 결적이고 이분법적인 우위의 개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넘

어41) 통일교육의 보편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야 한다. 

40) 자유민주주의에 한 사상적 논의는 역사적인 논쟁이며 정치와 경제 영역

을 넘나든다. 분단된 우리나라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에 따른 이

념적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것으로 단순히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상적으로 ‘자유’와 ‘민주’ 간의 갈등이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본 논의에서는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제외한다. 

41) 냉전시  남북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북한으로부터 체제의 위협을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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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

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목표, 내용, 교수·학

습 방법, 평가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실시되어야 하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

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

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삭제

<표 24> 통일교육지원법의 자유민주주의 관련 내용 개정안 

이를 위해 <표 24>와 같이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

된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자유민

주주의는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강조되어야 하는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어

야 한다. 독일은 강 국들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분단된 지 30여 년이 

흐른 후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지닌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모여 

“강압적인 교육과 교조(敎條)화 금지, 균형성 또는 립적 논점의 확

보,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 등”(소성규, 2017: 113)의 내용을 담

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제시하였고 이후 독일의 통일교육에서 일관된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학교통일교육의 전 교육과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 강조된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적 지침이 적용되는 과정과 같다. 

둘째, 제11조의 고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통

으로 경험하던 시기에 체제 우위를 강조하는 논의가 일정 부분 필요했지만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해소된 지 오래 되었고 오늘날 남북 간 국력이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접근은 그 의

도와 달리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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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

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 남북관계, 분

단문제, 통일문제 등에 한 이념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법 적용이 엄격하지 못하고 악용될 소지가 커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특정한 주제의 교육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률에서 규제와 처벌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다른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이 조항이 통일교육에 

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자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교육

활동 의지를 위축시키고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3) 이주민을 포용하는 새로운 공동체의식 형성 강조

통일교육지원법과 통일교육지침서는 도덕과 교육과정과 달리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한 통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통일교육에서 민족공동체의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

가에 해 혼선이 있다. 2000년  이후 다양한 목적의 이주민이 증가하

고 동시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의 윤리에 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도덕과 교육 등에서 통일교육 내용으로 민족공동체에 한 

강조는 감소하고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생

활과윤리 교과에서 ‘민족통합의 윤리’를 단원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편적 가치, 평화의 가치, 통일 비용과 분단비용, 남

북한의 갈등, 국제 질서 및 평화, 남북화해 및 평화를 위한 실천방안, 

독일 통일의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교육부, 2015C: 22)는 점에서 민족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된 현실과 남한과 북한 사이의 통일 논의의 공통  

분모로서 민족공동체의식에 한 강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와 통일교육지침서는 여

전히 통일교육의 주요한 논리로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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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2016A: 6). 그러나 도덕과 교육과정의 경우 2007년 유엔인

종차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단일 민족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서 다문화교육을 강조하였다”(윤영돈, 

2010; 박성춘·이슬기, 2016: 81에서 재인용). 학교통일교육에서 민족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것의 현실과 한계를 지적해 왔지만(이수정, 

2012: 68; 박성춘·이슬기, 2016: 71)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학교통일교육에 적용할 것인가에 한 논의는 부족했다. 관련 내용에서 

통일교육지원법과 그에 따른 통일교육지침서가 도덕과 교육과정과 비교

해볼 때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은 민족공동체의식과 관련한 현행 

교육과정의 혼선을 그 로 보여주고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신설>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③ 통일교육은 남한과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공통점을 강조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 변화 과정

에서 새롭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이주민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여

야 한다. 

<표 25> 통일교육지원법의 민족공동체의식 관련 내용 개정안 

민족공동체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사회 변화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25>와 같이 통일교육지

원법 제3조 ③항의 신설을 통해 관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은 남한과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오는 과정에

서 형성된 공통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회 변화 과정에서 새롭게 공동체

의 구성원이 된 이주민과의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남한과 북한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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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학교통일교육에서 다

루는 것은 한반도를 기반으로 살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재

를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다는 

사실, 그로 인해 형성된 수많은 동질적 문화유산에 한 자각 등은 통일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바탕이 된다. 특히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낡은 사고방식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지만 통일문제에 

관한 한 민족공동체의식에 한 논의는 핵심적인 소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있어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의식은 남한과 

북한에서 분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달

리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다만, 학교교육에서 민족 개념을 다룰 때 역사적 사실로서 민족 정체

성에 한 논쟁을 있는 그 로 다루고 남한과 북한을 단지 같은 말과 글

을 써오고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맹목적으로 동일시하거나 

통일의 당위성을 강요하지 않는 가운데 동질적 요소들을 다루어야 하며, 

상 적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해 배타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역시 동시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4)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통일과 안보의 관계 설정

통일교육지원법 및 통일교육지침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전한 안보관

에 한 해석에 있어 강조점이 달라 학교통일교육 논의에 어려움이 있

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로 귀결되는데 남한 사

회를 위협하는 적으로서 바라보는 관점과 통일 상 이자 협력 상으로 

바라보는 관점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안보관에 한 언급이 한 번 등장하고 있다. 

제2조 정의에서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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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7) 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안보관이 어떤 것인지에 한 설명은 없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통일을 위한 방법의 세부 내용

으로 “튼튼한 안보와 남북협력과 평화를 통한 통일 방법”(교육과학기

술부, 2011A: 12)이 제시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에는 안

보관에 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통일교육지침서의 근간으로서 통일

교육지원법과 도덕과 통일교육의 지침 역할을 하는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안보관에 한 언급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학교통일교육

의 지향점에 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고 학교통일교육에 적용되기 위

해서는 현재 반영되어 있는 건전한 안보관에 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서술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표 26>과 같이 제3조 통

일교육의 기본원칙의 세부 항목을 신설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학교통일교

육에서 안보문제를 다룰 때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문제, 사회문

제, 환경문제, 정치문제, 북한의 위협 등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반적

인 사회현상을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신설>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④ 통일교육은 경제문제, 사회문제, 

환경문제, 정치문제, 북한의 위협 등

을 포함하여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다

루어야 한다.  

<표 26> 통일교육지원법의 안보관 관련 내용 개정안 

이를 위해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안보 개념의 확장이 시도되어

야 한다. “인간안보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국가안보로부터 ‘안보’의 문제에 천착하여 인간과 공동

체 모두의 안전에 그 초점을 맞춘다”(Tadjbakhsh and Cheno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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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는 전통적으로 안보의 주체와 상을 국가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

나 개인이나 다양한 공동체가 안보의 궁극적 상이나 목적이 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위협, 개인적 위협, 환경적 위협, 정치

적 위협 등은 안보 논의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Tadjbakhsh and Chenoy, 

2007: 31-33).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게 되면 안전을 위협하는 상에 

한 단편적인 응에 머물기보다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

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과 같은 사회문제, 전

쟁 위기로 인한 국가신용도 하락 등의 경제문제, 군사시설의 확충 과정

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 문제, 정적(政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빨갱이’, ‘종북’ 등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문제, 북

한의 도발로 인한 생명의 위협 등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이며 이러한 논의를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다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단극복과 통일의 필요성에 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인간안보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

는 과정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교과서 속 지식을 배

울 때에만 분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분단을 경험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보교육의 결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단순 

부각하여 분열과 립을 확  재생산하거나 적 와 혐오의 감정을 키우

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화해, 교류, 협력의 중요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전

쟁이나 북한 붕괴를 통한 남북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진행

되는 통일교육 논의는 북한을 현실적 위협의 상으로 인지하면서도 이

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이

를 통해 적 적 결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관계 형성이 본질적인 과제임을 인식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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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학교통일교육 지침 개정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통일교육지

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황과 한계를 논하였다.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2013년 개

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동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교육청(2016a)이 2016년 2월 일선 학교에 

배포한 공문명은 ‘2016년 통일․나라사랑교육 기본계획’이고 2016년 4

월 교육부에서 제작하여 일선 학교로 배포된 공문명은 ‘2016년 학교 통

일·안보교육 내실화 기본계획’이다. 2017년에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

육청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시행한 공문

은 찾지 못하였다. 통일교육과 통일·나라사랑교육, 통일·안보교육 등

은 그 명칭이 암시하는 바, 교육 목표와 내용에서 지향점을 달리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여전히 일관된 지향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교사들이 수업 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현

장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통일교

육의 목표로 제시된 분단의 과정, 분단의 현실, 보편적이고 상생적인 통

일의 의미 이해(교육부, 2013B: 65),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을 탐구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 갖기(교육부, 2015C: 14) 등은 초등학생

들이 배우기에 지나치게 어려워 어떤 소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해 현장 교사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걸쳐 별다른 구별점이 없이 제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이 지닌 추상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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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발달단계에 한 고려 부족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안을 독일 

정치교육 지침인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서(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 이하 독일 지침서)에 

한 논의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 전 서독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일부로 통일교육을 다루었기 때

문에 통일교육은 주(州) 문교부의 관할사항이었다. 각 주의 문교부 장관

들의 상설협의회인 ‘교육장관 협의회’(KMK, Kultusminister 

Konferenz)에서 국가적인 교육문제를 결정하였다(김진숙, 2014: 32). 

독일 지침서는 역  한 번 발행하여 교육장관 협의회에서 발표되었고 각 

주별로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등 후속 작업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은 매년 1회씩 통일교육지침서를 발행하고 있다. 독일 지침서

가 서독 각 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관련 문서라면 한국의 경우 헌법, 

통일교육지원법과 같은 법령,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이해, 북한이해, 

통일이해 등 통일부 문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교과서 등 교육부 문서, 

학교 급별 편성운영지침과 같은 교육청 문서가 있다(김진숙, 2014: 

48). 한국의 경우 학교통일교육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기관이 통

일부, 교육부, 보훈처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생산하

는 문서 또한 강조점에 있어 차이가 있어 학교통일교육에 한 교육 원

칙이 불분명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지침서의 서론에서는 지침 탄생의 배경 및 통일교육의 중요성, 

학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1장은 독일 지침서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

고 2장은 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3장은 독일문제 

관련 수업에서 견지해야 할 관점을 권고사항의 형식으로 총 15개 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장은 앞 장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수

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및 그와 관련된 교과에서의 지도 지침을 9가지 

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5장은 지침에 의거한 교과서 및 교수·학

습 자료의 편찬·제작, 6장은 이 지침에 부합하는 교사 양성 및 연수과

정에 해 권고하고 있다(오기성, 201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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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교육지침서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한 이해적 성격이 

강한 교과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오기성, 2014: 98). 어떤 내용으

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통일교육 전

문가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지식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고 있다. 2016 

통일교육지침서는 학교 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할 것과 교과 및 창의적 체

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15-23) 전체 내용 중에서 해당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부분의 내용이 통일교육의 지도방향 및 내용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전히 현장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기보다 

통일교육에 한 모든 것을 체계화한 교과서에 가깝다. 

본 절의 1)항에서는 독일 지침서의 3장에 한 논의를 통해 학교통일

교육에서 견지해야 할 관점에 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2)항에서는 독

일 지침서의 4장을 참고하여 학생 발달수준을 고려한 학교 급별, 교과별 

통일교육의 지침 구성 방안을 예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될 안

은 예시로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론장에서 다양한 관점을 지닌 공

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정되고 합의를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원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 제시하는 학교통일교육에

서 견지해야 하는 관점의 예와 학교 급별, 교과별 통일교육의 지침의 예

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1) 학교통일교육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 관점 

통일 전 서독에서 적용하였던 독일 지침서는 학교통일교육을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주목해

야 할 부분은 독일문제와 관련한 수업에서 고려해야 사항을 제시한 3장

이다. 3장에서는 15개 항에 걸쳐 독일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7>과 같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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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문제로서 독일문제 인식, 평화 지향적 정책을 통한 동서독 관계 발

전, 독일 분단의 여러 가지 원인, 민족적 통일 노력의 정당성, 역사적 

유산에 한 책임, 독일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 

독일인이 가진 하나의 공동 국적, 동독의 체제와의 비교 방법, 동독인들

의 인권 보장, 인권 개선 요구의 보편성, 동독의 응, 동독 주민들의 

통일 의지, 동독인들의 동독의 발전에 한 자부심, 목표로서 독일의 통

일, 동독과 서독으로 구성된 독일 인식 등이다(오기성, 2014: 92-93).

 

1. 독일문제는 동시에 유럽문제이다. 

2. 동서독 관계의 발전은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3. 독일의 분단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4.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5. 역사적 유산에 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 

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7. 독일의 국민들은 공동 국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 국적을 

갖고 있다. 

8. 동독의 체제와 서독 사회질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

척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9.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10. 인권에 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11. 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폐쇄정책으로 항하려고 한다. 

12.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은 동독 주민들도 독일 통일에 한 의지가 있다

는 것을 말해 준다. 

13. 동독의 독일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한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14.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다. 

15. 서독이 독일 전체를 변하지는 않는다.

<표 27>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서의 기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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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의 내용을 통해 독일 지침서가 견지하고 있는 통일교육 논의의 기

본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문제를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1항에서 독일문제가 유럽문제의 하나

임을 명시하고 3항에서는 독일 분단의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11항은 서방의 영향력에 한 동독의 응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2항에서는 동서독 관계가 평화 

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9항에서는 동독의 

인권문제에 한 논의가 서독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

러 10항에서는 인권에 한 요구는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임을 제

시하고 있다. 

셋째, 동독과 서독의 등한 관계 설정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15항에서는 서독이 독일 전체를 변하지 않고 동독과 서독이 독일의 구

성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12항과 13항에서는 동독 주민들의 통일의지

와 동독의 발전에 한 자부심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을 통해 서독에서의 통일 논의에서 동독을 객체가 아닌 또 다른 주

체로서 존중하고 동독인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 제시되

고 있다. 

넷째, 동독과 서독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항에서는 역사

적 유산에 한 책임이 독일인 모두에 있음을 강조하고 6항에서는 독일

인들이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7항에서는 독일

인들이 국가는 비록 다를지라도 공동 국적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통일 노력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4항에서는 독일민족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정당함을 밝히고 14항에서는 통일이 독일인들의 목

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학교통일교육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관점의 예를 <표 2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안들이 

기본 원칙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과 관계된 학

생, 교사, 학부모,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주

체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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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은 평화,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규범의 관점과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현실적 문제

는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한반도 분단 문제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문제이다. 

3. 학교통일교육은 자신과 미래세 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4. 통일 논의 참가자들은 각자 삶의 맥락에서 형성된 분단과 통일에 한 

다양한 가치관을 상호 존중하고 비판적 논의는 장려되어야 한다. 

5.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궁극적으로 화를 

통해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상 이다. 

6.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의 분단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북한 사람들의 분단

과 통일문제에 한 생각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7. 분단 과정에서 남북 간에는 이질적 문화가 형성되었지만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8.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

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9. 분단의 과정과 분단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하여 남한과 북한은 

함께 책임이 있다. 

<표 28> 학교통일교육 지침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 관점의 예

 

학교통일교육 지침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분단

과 통일의 문제가 지구적 네트워크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성격의 문제

임을 강조해야 한다. 예시 2항에서와 같이 한반도 분단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과의 통일 논의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는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자신 혹은 남한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입장을 제

시하기 쉬운데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관계와 국내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포함한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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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한반도 분단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예시 1항과 같이 통일 논의에서 보편적 규범의 적용을 강조하고 예시 3

항에서 제시한 것처럼 통일교육의 목표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의 삶임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예시 4항과 8항에서 제시한 것처럼 통일 논의의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 해 검토할 수 있도

록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남한과 북한의 등한 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논의를 전개하

여야 한다. 예시 5항처럼 현실적 위협 세력으로서 북한 인식과 동시에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할 상 로서 북한 인식 등을 다루면서도 후

자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예시 6항과 9항에서 제시한 것처럼 남한과 북

한 모두 분단 문제에 한 책임이 있고 또한 해결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하며 북한 사람들의 분단과 통일문제에 한 생각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시 7항처럼 

남북 간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공통점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예시 8항에서 제시한 것처럼 북한에 

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공통점을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교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다섯째, 평화적 통일 노력의 정당성을 강조해야 한다. 예시 3항에 제

시한 것처럼 통일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과 미래세 가 평화로운 한

반도에서 살아가는 데 있다. 예시 5항과 같이 이중적 존재로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를 형성해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궁극적으로 

화를 통해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상 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 인식에서의 혼란

을 줄이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토 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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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발달수준을 고려한 통일교육 세부지침

독일 지침서의 4장에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교과와 관련 교과를 명

시하고 교육과정, 교과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적인 내용은 <표 29>와 같다(김진숙, 2014: 37-38).

1. 독일 문제는 특히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 학생들은 독일 국가의 멜로디를 알아야 하며, 3절을 암기하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독일 국가(國歌)의 역사를 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이해 수준

에 맞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독일이 분단국가임과 베를린이 옛 수도였

음을 알아야 한다. 

4. 역사수업에서는 독일 민족의 탄생과 독일 역사의 주요 사항들을 가르쳐

야 한다. 

5. 일반사회 교과에서는 동독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상황

의 주요 특징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6. 지리교과에서는 독일의 정치적 구조와 독일 각 지방의 주요특징들이 다

루어져야 한다. 

7. 중등단계의 국어수업에서는 독일 민족의 성립과정에서 문예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시 별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동독의 문학 작품은 특별

히 상급반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기타 다른 교과에서도, 특별히 미술과 음악 교과에서 독일 문제와 동독

의 상황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후략…

<표 29>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서의 교과별 세부지침

독일 지침서 4장에 나타난 교과별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

고 있다. 첫째, 다양한 교과에서 독일문제를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1항에서 독일 문제를 다룰 주요 교과를 제시하고 다른 항에서 각 교과와 



- 214 -

학교 급별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교과별로 제시

된 독일문제에 한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다. 3항에서 제시된 것처럼 초

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학생들로 하여금 독일이 분단국가임을 알도록 하

는데 있음을 명시한 것은 구체적이면서 핵심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셋

째, 특정한 입장이나 가치관을 강조하지 않고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비

교적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4항, 5항, 6항에 제시된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넷째, 

학교 급별 적용에 있어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7항에서 동독의 문학 

작품을 상급반에서 다루도록 한 것은 학생 발달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판

단된다. 

독일 지침서의 교과별 세부지침은 다양한 교과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

를 제시하고 특정한 입장이나 가치판단을 배제하며 학교 급별 적용에서

도 학생 발달수준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한편 독일 지침서의 교과별 

세부지침이 학교 급별, 교과별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학교 급

별, 교과별 세부지침의 예를 나열해 놓은데 그쳤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침이 보다 일관성을 갖고 각 교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교 

급과 교과별로 적용될 세부지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학교 급별, 교과별 통일교육 세부지침의 예를 

<표 3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교과별 통일교육 지침 구성의 원칙과 

그에 따른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통일교육 지침은 다양한 교과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잠재 영향 강화를 위해 고든(1982)이 제시한 침

투성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은연중에 두루두루 경험

하게 될 때 잠재 영향이 커질 수 있다. 특정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전담

하는 것보다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 분단과 통일 관련 내용

을 다루는 것이 잠재 영향을 높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한 문제를 도덕, 일반사회, 역사, 지리, 국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교과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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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

분단으로 인해 생활 

속의 불편함이 있음

을 이해한다. 

통일의 필요성에 

한 찬성과 반  입장

과 이유를 이해한다.

분단은 남북의 등한 

상호작용을 통해 극

복되어야 함을 안다. 

사회
남한과 북한의 국가 

명칭을 안다. 

정치 제도의 측면에

서 남북한의 기본 차

이를 이해한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

체제를 현실에 비추

어 비판할 수 있다.

지리

주변 국가와 남북한

의 지리적 위치를 설

명할 수 있다. 

남북한의 도시와 농

촌지역의 생활 모습

에 하여 안다. 

북한 지역의 주거환

경과 기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역사

분단 이전에 한반도

에 하나의 국가가 존

재하였음을 안다. 

분단 과정에서 다양

한 갈등이 있었음을 

안다.

분단 원인에 한 남

북한의 입장을 비판

적으로 이해한다.

국어

남북한 사람들이 함

께 알고 있는 속담, 

격언이 있음을 안다.

북한말과 남한말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할 수 있다.

북한 문학작품을 통

해 북한 사람들의 문

화에 해 이해한다.

미술
분단을 소재로 그림

을 그릴 수 있다. 

교과서에 소개된 문

화재가 북한 지역에

도 있음을 안다.

전쟁을 주제로 한 미

술 작품에 담긴 의미

를 이해한다. 

음악

남북한 사람들이 함

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음을 안다. 

분단을 소재로 한 노

래에 담긴 의미를 이

해한다.

남북한 학생들이 배

우는 음악수업을 비

교할 수 있다. 

체육

북한 학교의 운동회

종목을 직접 체험해 

본다. 

남북한의 학교 체육

활동의 예들을 제시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체육 활동

의 목적에 하여 비

교할 수 있다. 

<표 30> 학교 급별, 교과별 통일교육 세부지침의 예



- 216 -

둘째, 학교통일교육 지침은 학교 급과 교과별로 최 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발달수준에 맞게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교사가 이해하

고 적용하기 어려운 지침은 학생들에게 제 로 구현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추상적이고 큰 메시지들은 학교통일교육을 난해하게 만들고 적용

을 어렵게 만든다. 사회과의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남한과 북한

의 국가 명칭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중학교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의 기본적 차이를 이해하며 고등학교에서 정치체

제와 실제 삶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할 수 있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교과별 세부지침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소재와 관련지어 제시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통일교육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기보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소재로 배우는 가운데 통일을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잠재 영향을 높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 시간에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수업 소재로 다루는 것보다 문학 시간에 분단을 소재로 한 소설을 통해 

분단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학생들의 거부반응을 줄

일 수 있다. 또한 미술과 음악 시간에 예술 장르를 소재로 분단문제와 

북한에 한 관점을 다루는 것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교과별 학교통일교육 지침은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띠어야 한

다. 통일교육지침서가 거의 매해 수정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 지침서는 단 1회 발행에 그쳤다는 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제시될 수 있는 교과별 세부 지침은 

앞서 1)항에서 제시한 기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제로서 기본 

관점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합의를 토 로 교과 내용 전문

가,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

하여 학교 급별, 교과별 세부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217 -

3. 도덕과 통일교육의 강조점 및 수업 전략 변화 

본 논문의 Ⅱ장 3절 2)항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이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다뤘다. 

교육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잠재 영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고든(1982)은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영향력은 일관적이고 학교의 사회적 환경의 구조적 특성 또한 지속적

이기 때문에 잠재 영향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보았다(190).  

잠재 영향은 교사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잠

재적 교육과정의 무의식적 전달자로서 교사의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일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Gordon, 1982: 190). 반면 특정 학

년이나 학기 동안 불과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통일교육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태도를 통해 일관성 

있게 전달되는 잠재 영향은 형식적 교육과정보다 그 효과가 크다. 이러

한 논의는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서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이고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통일 논의에서 일관성을 강조한 서보혁(2015)은 보편주의 원칙을 강

조한다. 그는 보편주의적 통일 논의의 원칙으로 보편성, 포용성, 일관성

을 제시하였는데(285-289) 도덕과 교육과정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보편

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도덕에서 “남북 

분단의 배경과 현실 및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을 바

르게 이해하며, 남북한 모두가 다 함께 잘살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의 필

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38), 같은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 성취기준 해설에서 “보편적이고 상생

적인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 한국

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닐 수 있다”(교육부, 

2013C: 83) 등의 표현에서 이러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진술에서도 “보편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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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추구와 평화 실현을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알고,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기르는 등 통일윤리의식을 정립할 수 

있다”(교육부, 2015C: 22)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3·4학년, 5·6학년에서 한 번씩 각각 4시간 내외, 중학교의 경우 

3년 중 한 개 학년에서 10시간 내외,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한 

개 학년에서 4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는데(교육부, 

2015C: 6-38) 이는 일관성과 지속성, 침투성의 측면에서 잠재 영향을 

약화시키는 조건이다. 학교통일교육에서 잠재 영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통일문제와 북한문제가 널리 다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교과를 통해 일정 시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도덕과 통일

교육의 내용 구성의 강조점을 평화교육, 글로벌윤리교육, 다문화교육 등

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들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논의의 토 가 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다. 본 

논문에서 도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논하는 이유는 언급한 평화교육, 

글로벌윤리교육, 다문화교육 등의 관점이 도덕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

제의 교육내용과 맞닿아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볼 때 도

덕과가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가장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 적용 가능성과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분단현실에 한 비판의식과 평화감수성 함양

분단의 과정과 현실을 다루는 것은 학교통일교육의 핵심 소재인데 교

육 결과가 양극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

다. 예를 들어 학교통일교육에서  한국전쟁을 소재로 분단의 과정에 

해 수업할 때 교사가 전쟁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교육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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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아군의 

피해가 어떠했는가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전쟁을 이분법적으로 이

해하고 상 에 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쟁의 

상 를 악마화 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과의 화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

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입은 고통에 초

점을 맞추면 학생들은 전쟁의 본질적 속성에 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분단의 과정과 현실에 

한 교육은 통일의 필요성에 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주제로 도덕

과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내용 요소에 해당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12, 24).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분단의 과정과 현실에 한 교육이 예상

되는 교육효과의 부작용을 줄이고 잠재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 평화교육

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평화교육적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오인탁, 1991; 추병완, 2003; 박보영, 2004; 심성보․류시관, 

2004; 황인표, 2009).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2007년에 국가적 차원에

서 평화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황인표, 

2014: 22)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교체 후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적 접근

을 위한 시도는 자취를 감췄다42). 아인슈타인(Einstein)은 “아이들에

게 평화주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군국주의를 이겨낼 수 있도

록 해주는 일종의 예방접종과 같다”(McCarthy, 2002: 25에서 재인용)

고 하였다. 

42)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연도별 정책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

향을 알 수 있다.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 등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년 이전에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연구로 정현백(2001)의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적용

방안 연구’와 정현백․김엘리․김정수(2002)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

남’ 등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고병헌 등(2007)의 ‘평화교육

의 개념과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황인표 등(2007)의  ‘평화지향적 학

교통일교육’, 조영희 등(2007)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민 평화교육 

실시방안’ 등 체계적으로 평화교육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병헌 등

의 연구는 이론적 접근, 황인표 등의 연구는 학교통일교육, 조영희 등의 

연구는 사회통일교육을 위한 연구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2008년 이후 평화

교육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보고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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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북한의 도발과 주변국의 긴장과 갈등이 여과

없이 전달되는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한 교육적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한다. “교육은 모든 새로운 세 에게 폭력에 한 경향성을 갖게 하

거나 혹은 갖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Danesh, 

2008: 56) 평화교육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오인탁(1998)의 표현처럼 “평화 아닌 것들로 오염된 세상을 어느 정도 

인간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조금씩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102) 때

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고 그 과정에서 반 인권적이고 반 평화적인 문제들이 조금

씩 해소되어 왔다. 

평화와 평화교육의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폭력에 한 연구자들

의 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펠(Fell)은 “공공연하고 직접적인 폭력으

과 은 하며 구조적인 폭력”(Hicks ed., 1988: 110)으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해리스(Harris)는 “폭력의 형태로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구조적 폭력, 환경적 폭력, 가정폭력 등을 제시하였다”(Salomon and 

Nevo ed., 2002: 16). 갈퉁(Galtung, 1996)은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폭

력(structural violence)과 그러한 폭력을 정당화해주는 문화적 폭력

(cultural violence) 개념을 정립하면서 넓은 의미의 평화 개념을 주장

해왔다. 그에 의하면 평화는 직접적 평화와 구조적 평화 그리고 문화적 

평화가 합쳐진 것이다(561). 평화는 단순히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한국사회에서 평화교육의 주요한 주제는 한국전쟁이나 전쟁위기와 같

은 직접적 폭력으로부터 분단현실의 구조적 모순, 분단으로 빚어지는 문

화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평화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43). 첫째, 평화교육은 비평화적 현실

에 한 비판의식을 기르고자 한다. 구조적인 모순에 한 비판적 의식

을 키우는 일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근

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평화

43) 졸고(2011a) pp.63-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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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학생들에게 평화에 한 감수성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타인

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러한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를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평화에 한 감수

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교육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즉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행동 양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Salomon and Nevo ed., 2002: 28-29; 정영수, 1993: 

175). 평화로운 행동 양식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생

명체, 자연과 평화가 가득 넘쳐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

는 것”(고병헌, 2006: 29), “갈등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오인탁, 

1988: 109), “평화를 위한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위능

력”(정영수, 1993: 190) 등을 포함한다.

평화교육의 관점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방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는데 특히 분단현실에 한 이해교육에서 주요한 접근법으

로 활용할 수 있다. 70년 이상 분단 상태가 지속되면서 분단이 한국사회

에 야기하는 비평화적 현상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분단 모순

을 느끼지 못하고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통일의 과정과 결과

에서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가치를 ‘평화’로 설정하고 비평화적 상태

인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로 통일을 인식할 때 통일 논의는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입장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모두 더불어 잘 살 수 있

는 방법을 찾기 위한 방향에서 함께 머리를 맞 게 된다. 그리하여 한반

도 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제반 상황들을 ‘평화’의 기준에 비추어 점

검하고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탐구해야 한다44). 

분단현실에 한 성찰과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반공주의와 냉전적 

사고방식이 치유되어야”(박정원, 2007: 84) 하고 이산가족 문제, 과도

한 군사비 지출 문제, 민주적이지 못한 사회 풍토 등 개인과 사회의 관

점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활동이 필요

하다. 아울러 분단의 과정과 현실에서 빚어진 수많은 갈등과 립을 직

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에 해 공감하는 시

44) 졸고(2011b) p.44 참고.



- 222 -

간을 가짐으로써 평화에 한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

해 분단현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평화를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비

판적으로 이해하고 분단현실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 필요성을 이성과 

감성의 측면에서 동시에 인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남북한의 상호 의존성과 등한 관계 강조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북한에 한 관점을 가르치는 것은 통일에 한 

관점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북한은 

화와 협력의 상 이자 갈등과 립의 상 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에 

한 관점은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고 있고 그 양상 또한 매우 복잡하다. 

안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입장을 선

호하며 통일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 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해

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또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갖는 것이 현

실적이라는 입장도 있다. 학생들도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북한에 

한 관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만에 단지 몇 시간의 수

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덕과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에 한 관점의 진전

을 이루기 어렵다. 

글로벌윤리(global ethics)는 “세계 인구의 지구적 상호 연결 및 상

호 의존성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질문과 문제를 다루는 이론적 탐구 영

역”(Hutchings, 2010; 3)으로 정의된다. 정창우(2013)는 글로벌윤리 

교육을 윤리학 및 정치철학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맥락에서 윤리적 이슈

와 사건을 도덕과 교수·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도덕교육적 노력의 일환

(495)으로 정의한다. 

다문화교육은 “성, 인종, 장애, 계층, 성적 지향과 관련한 인간의 

차이와 유사함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교육적 정책과 그 실제를 

의미한다”(Sleeter and Grant, 2008: 237).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한

국사회의 형성 원리 자체를 문제 삼고”(추병완, 2009: 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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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

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 문화에 한 존중을 추구”(Banks, 

2008: 2) 하도록 한다. 

글로벌윤리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접근은 학교통일교육에서 북한에 

한 관점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첫째,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 문

제로서 한반도 분단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남북 분단과 통일

문제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박성춘·이

슬기, 2016: 91)로 주변국은 물론 세계적 차원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지구적 연결망 속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기존의 학교통일교육이 남한과 북한의 체제경쟁과 결

적 구도 속에서 남한 중심의 사고와 체제 우월적 시각을 견지해왔던 관

행에 해 글로벌윤리교육의 관점은 이분법적이고 적 적 관점에서 벗어

나도록 도울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한 학교통일교육을 가능하

게 해준다. 

둘째,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북한을 등한 관계로 설

정하게 된다. 글로벌윤리교육의 배려윤리적 접근은 “다양성의 새로운 

관계의 맥락에 한 윤리적 함의를 통해 생각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

다”(Hutchings, 2010: 215). 포스트모더니즘 또한 “윤리적 논쟁에서 

권위, 윤리적 가치들과 원리들에 있어 헤게모니적 입장의 출현에 해 

분명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덕적 논쟁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함을 강

조한다”(Hutchings, 2010: 215).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북한에 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

을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알려준다. 또한 “글

로벌윤리의 관점은 남북 구성원이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며, 서로 연결되

어 있는 관계임을 인식하고, 상 방의 문화를 있는 그 로 존중하도록 

교육하며, 상 방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통

문화적 이해를 높인다”(노수미·정창우, 2011: 204). 

셋째, 북한에 한 선입견과 편견에 한 성찰을 수업 주제로 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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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북한사회가 폐쇄적이고 남한 내에서 북한에 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현실로 인해 북한에 한 선입견과 편견,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90년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의 기아문

제가 담긴 교과서 사진을 보고 현재의 북한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그러할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또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은 매우 

다른데 어느 한 모습만을 북한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단정 지어 생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메리필드와 비네(Merryfield and Binaya, 2003)가 제시한 교수·학습 

접근법은 이러한 선입견, 편견, 잘못된 정보에 한 성찰의 기회를 준다

(14). 먼저 다른 문화에 한 이국적 이미지 또는 기이한 이미지, 잘못

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한 다양한 지식들을 조사하고 그러한 지식이 협소하거나 

잘못된 지식이라는 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요한 자료와 조적인 문헌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가르쳐야 한다. 남

한 내의 자료뿐만 아니라 북한, 해외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을 다양

하게 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규

범, 신념,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력, 편견, 부정의, 세계관의 상호작용에 관해 가르쳐야 한

다. 우리 사회의 주류 학문적 지식, 중 매체에 등장하는 정보, 언어 

사용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들과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교

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한 세 로부터 다음 세 로 전이되어온 문화적 자

본이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어떻게 지식과 언어를 형성하는지를 깨닫

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고의 토 를 

제공한다. 다문화교육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

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추병완, 2009: 31)이다. 다문화교육의 

관점은 “남한 중심의 우월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문화를 객관적이고 등한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한다”(추병완, 2011a: 73). 북한의 문화를 이해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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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기기 쉬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는 데 다문화교육의 관점은 적절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지구적 연결망 속에서 등한 위치에서 상호 의존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선입견과 편견을 성찰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갖도록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게 간문화적(crosscultural)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기사, 영상자료, 직·간접적인 체험활동 

등 학생들의 경험을 증가시킬 많은 방법들을 발견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탈북 청소년과의 화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지만 학교생활, 친구, 게임, 노래 등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 소재는 너무도 많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

이 그동안 내면화하고 있던 북한에 한 지식을 성찰하고 보다 종합적인 

지식을 구성해나갈 수 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에서 도덕적 논쟁이 장려되어야 한다. 하버마스

(Habermas)의 담론윤리를 수정한 벤하비브(Benhabib, 1990)는 “글로벌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적 화를 계속 유지해야”(Hutchings, 

2010: 212에서 재인용)함을 강조한다. 그녀는 “도덕적 권위에 우선을 

두지 않고 지구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의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강조한

다”(Hutchings, 2010: 215).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도 “논쟁의 

모든 면에 있어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논쟁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Hutchings, 2010: 215에서 재인용)함을 강조한다. 

북한에 한 다양한 사실, 지식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그러한 정보

를 다루는 과정에서 교사가 특정한 정보를 강조하거나 주입하려는 시도

를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통일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해 여러 신문 기사와 다양한 

영상 매체, 온라인 뉴스 사이트 등에서 다양한 관점의 뉴스들을 분석하

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성찰하고 분단 및 통

일문제의 복잡성과 그에 한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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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문화 이해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적용

반공, 승공, 안보 등의 가치에 입각한 학교통일교육은 남한과 북한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상 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반면 민족을 강조

한 학교통일교육은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에 바탕을 둔 논의를 지향해왔

다. 하지만 분단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더 부각

되면서 민족 동질성을 강조하는 학교통일교육은 “세계화와 다문화 시  

새로운 구성원에게 설득력이 약하다”(박성춘·이슬기, 2016: 11). 따

라서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잠재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통일의 핵심 주체인 남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미 문화적으로 다원

화된 상황”(이수정, 2011: 72)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

요하다.  

이질성, 즉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해 상반된 주장이 가능하

다. 차이에 해 부정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차이에 한 인식은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차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으

므로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차이를 바라보는 우

리 사회의 시선은 전자, 즉 부정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지

역 간 차이, 세  간 차이, 토착민과 이주민 간 차이 등은 상 에 한 

두려움과 불안에 바탕을 두고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북한 사회

를 바라볼 때도 문화적 차이에 주목해서 통일 과정에서 겪게 될 사회문

화적 갈등을 예단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차이는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같아지기를 기 하지만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자연스러

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메리필드와 윌슨(Merryfield and Wilson, 2005)은 학생들이 문화적 

차이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도록 돕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전

략을 <표 31>과 같이 6단계로 소개하였다(44). 이러한 아이디어는 북한

이해교육에서 남북 간 문화 차이에 한 교육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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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적절한 전략

1. 문화 차이에 한 의식 부족 
분명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문화적 차이를 

예를 들어 보여주라.

2. 문화 차이에 한 폄하 공통점과 기여점에 초점을 맞춰라. 

3. 차이의 최소화
차이에 한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주라. 

4. 행위와 가치의 차이에 한 

수용
문화적 복잡성을 가르쳐라.  

5. 상호작용과 소통을 위한 

기술의 적용 

현실적인 삶의 상호작용과 문화를 가로지르

는 기술 발전에 해 강조하라.   

6. 서로 다른 문화 간 능력의 

통합

다른 문화에 한 경험, 사회적 수업 등을 

적용하라.  

<표 31> 서로 다른 문화 간 관계 발달 단계별 전략

 

1단계는 문화 차이에 한 의식 부족 단계로 학생들이 문화 차이에 

한 의식이 부족할 때 분명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문화적 차이를 예를 

들어 보여주어야 한다. 2단계는 문화 차이에 한 폄하 단계로 이때는 

공통점과 기여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요루바인45)들

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부모와 연장자들에게 얼마나 정성껏 존경을 나타

내는지 설명하거나 아랍인들이 과학적 성취에 기여한 것에 해 수업을 

할 수 있다. 3단계는 차이의 최소화 단계로 서로의 차이에 한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몸짓 언어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모욕적

이거나 금기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4단계는 행

위와 가치의 차이를 수용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문화적 복잡성을 가르

쳐야 한다. 한 문화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계급, 성, 나이 

등에 있어 얼마나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45) 나이지리아 남부 기니만(灣) 근처에 거주하는 농경민(農耕民)을 말한다

(두산세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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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5단계는 상호작용과 소통을 위한 기술의 적용 단계로 

현실적인 삶의 상호작용과 서로의 문화를 관통하는 기술의 발전을 강조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업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서 협력적으로 배우는 

것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더 많거나 부족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서로 다른 문화 

간 능력의 통합 단계로 다른 문화에 한 경험이나 사회적 수업 등을 적

용할 수 있다. 다른 집단의 문화에 한 지속적인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

고 다양한 문화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Merryfield and 

Wilson, 2005: 44).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북한이해교육은 1단계인 

‘문화 차이에 한 의식 부족’단계에 머물러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형

식적 교육과정이 1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교과서에서 다루

는 문화 차이에 한 이해가 지극히 기능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접근에 머

물러 있어 문화 차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46). 한편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2단계인 ‘문화 차이에 한 폄

하’단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47).   

46) 통일교육지침서의 북한이해교육은 북한에 한 인식, 북한의 정치와 외교,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 북한의 경제, 북한의 사회·문화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A: 40-54). 이러한 접근은 북한이해교육이 

보다 깊이 있게 진전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영역별 특징을 다루는 데 그

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과에서 북한

이해교육을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 요소는 “북한을 어떻게 이해

하고 바라볼 것인가”(교육부, 2015C: 8)이고, 성취 기준은 “북한과 북한 

주민에 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교육부, 2015C: 8)로 제시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성취기준 자체를 1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학교통일교육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북한에 한 정보가 매우 폐쇄적인 상황에서 북한에 한 이해 

단계는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7) Ⅳ장 2절에서 학교의 생태와 관련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다

루면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혐오와 적 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러한 현상은 북한에 해서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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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해교육은 학교통일교육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데 문화 차이

에 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북한이해교육을 해야 

한다. 메리필드와 윌슨의 아이디어 전체를 학교통일교육에 적용하는 것

은 다소 때 이른 고민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해교육이 현실적으로 

1,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단계별 적용 가능성을 사례를 들어 살

펴볼 수 있다. 특히 남북 간 상호 교류가 거의 없고 문화 이해를 위한 

최근의 자료가 부족하며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는 북한에 

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은 북한에 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에 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이해교육의 1단계에서는 분명하면서도 위협적이지 않은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학교생활에 

해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탈북교사나 탈북 학생들을 교실로 초 하여 북

한의 학교생활, 학생생활에 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북

한 학생들의 생활을 담은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위협적이지 않은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

의 특성을 반영한 TV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이 각자의 문화와 삶에 한 이야기를 공유할 때 시청자들이 다른 문화

권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듯이 북한이해교육에서도 문화 간 차

이가 발생한 맥락에 한 이해를 통해 인식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단계인 문화 차이에 한 폄하 단계에서는 공통점과 기여점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 고성준 등(2012)은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 동포에 해 

가난한 친척이나 가난한 이웃 국가의 국민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고 말한다. 이들에게 북한은 무관심의 상이거나 일부 학생에게는 혐북

(嫌北)과 염북(厭北)의 상이기도 하다(19). 이러한 현상에는 남한 사

회는 우월하고 북한 사회는 열등하다는 인식이 잠재되어 있다. 메리필드

와 윌슨의 구분에 의하면 이는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북한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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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북한문화가 갖는 기여점에 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북한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남한의 중가요를 소개하거나 남

한에서도 널리 불렸던 북한 음악교과서에 실린 노래를 찾아 소개함으로

써 학생들이 남북한 문화의 공통점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아울러 

해방 이후 북한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기여점에 해 다룰 수 있다. 이러한 활

동을 통해 학생들은 북한에 해 차이와 더불어 공통점을 인식하게 되고 

북한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에 해서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폭넓

게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단계인 차이의 최소화 단계에서는 차이에 한 무지가 얼마나 심각

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

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수업 소재로 삼을 수 있다. 남한 사람의 시각에서 이해되지 않는 탈북이

주민의 행위와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고 탈북자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

는 남한 사람들의 행위와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수업 소재로 올려놓고 그 상황에서 상 방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누

군가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함으로써 문화 간 차

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에 해 공감할 수 있다. 

행위와 가치의 차이에 한 수용 단계인 4단계에서는 문화적 복잡성

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의 태도와 관련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

소를 밝힌 앞선 논의에서 학생들이 북한에 해 떠올리는 인상은 매우 

단편적임을 살펴보았다. 반 로 북한 사람들 또한 매우 제한된 형태로 

제공된 남한 사회에 한 정보를 수용 하는 가운데 남한 사회에 한 선

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 앞선 단계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자

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차이에 한 제 로 된 이해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상 방의 문화가 갖는 복잡성에 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즉 남북한 사회 모두 사회적 계급, 지역, 성, 나이 등에 있어 

얼마나 다른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탐구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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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해 탐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 해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고 이전에 이해하기 어려웠

던 상황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5단계는 상호작용과 소통을 위한 기술의 적용 단계로 현실적인 삶의 

상호작용과 문화를 가로지르는 기술 발전을 강조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

이 상생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과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

한 협력적 방안에 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간의 교

류와 협력을 통해 삶의 수준이 보다 진전될 수 있음을 가르칠 수 있고 

이는 평화로운 남북 관계와 통일의 필요성에 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6단계는 서로 다른 문화 간 능력의 통합 단계로 수업에서 다른 문화

에 한 경험을 가르쳐야 한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는 가운데 문화는 

변화하고 또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이 북한 문화에 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 교류

와 협력을 통해 문화 간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이해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수업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

우 메리필드와 윌슨이 제시한 단계별 전략을 구분 없이 한꺼번에 적용하

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북한사회나 문화에 해 

아예 관심이 없거나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일방적

으로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문화 간 능력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거부 반응

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북한문화에 한 

이해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별 북한이해교육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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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논문은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를 통해 잠재

적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제

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현실과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과 구성 요소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제시한 후 

학교통일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Ⅱ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변천, 현황, 한계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은 시기별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에서 강조점이 변화해 왔다.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남북 간 체제 경쟁과 냉전적 

사고가 반영된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적 실천과 거리가 

멀었다.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인해 학교통일교육은 당위적이

고 남한 중심의 논의에 그쳤고 교육과정은 하향식으로 편성되었으며 교

육과정 영역별 일관성은 부족했다. 그리고 학교통일교육 교육과정을 개

정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고려는 부족했다. 

Ⅲ장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 이론을 살펴보았다. 형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유형을 살펴보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미를 논하였다. 기능이론, 갈등이론, 해석학 등의 관점에

서 이루어진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를 살펴보고 잠재적 교육과정

의 구성 요소를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등

의 측면에서 밝혔다.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는 학

교통일교육 현실을 이해하고 형식적 교육과정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연구가 중요함을 밝

혔다. 

Ⅳ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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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지에 해 논하였다.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등에 잠재되어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

소를 논하였다. 첫째, 학교 밖 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밖의 정

보, 사회문화적 조건, 정보 전달 매체 등의 측면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다. 학교 밖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북한의 행위, 북정책과 통일정책 등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으로 남북한 관계의 특수

성, 사회 환경의 변화, 분단의식과 남남갈등, 통일교육의 정치적 민감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 매체로 언론과 SNS 등의 영향에 

해 논하였다. 

둘째, 학교의 생태와 관련하여 군집성, 경쟁문화, 권력관계의 측면에

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 세 가

지 속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군집성은 과거에 당위적으로 제시되던 학교통일교육 목표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였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기존

의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무관심, 또는 조롱의 

상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경쟁문화가 첨예한 교육 현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기적인 심성과 적 와 혐오의 문화를 갖게 만들었고 북한에 

한 혐오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전통사회는 교과

서를 중심으로 제시된 형식적 교육과정이 비교적 쉽게 수용될 여지가 있

었지만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오

늘날 전통적인 학교통일교육 논의는 그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셋째, 학교의 인적 요소의 측면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논하였다. 교사들은 각자의 삶의 경험을 토 로 이미 다양

한 통일의식을 내면화하고 있지만 상부에서 하달된 형식적 교육과정을 

포함한 사회규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학교통일교육의 지향점은 교사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 통일 필요성 인식이 감소하고 있고 이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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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실용적 관점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에 한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다. 학부모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통일 필요성에 

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고 북한에 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Ⅴ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밖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잠재 영향의 측면에서 학교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보편적 논의가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문제에 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사

회통일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통일교육은 시민들로 하여금 통일문제

에 해 성찰하는 힘을 키워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아울러 언론 및 언론인들은 그동안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의제 생

산자로서의 역할에 한 성찰이 필요하고 반공 의제 생산자가 아니라 통

일 의제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생태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학교

의 생태적 속성인 군집성, 권력관계, 경쟁문화 등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

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교수·학습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면화되어 

있어 긍정적 영향 못지않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

와 교실에서 경쟁의 문화를 배려와 협력의 문화로 바꿔내야 하고 학생들

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문제를 자신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잠재

적 교육과정에 한 이해는 학교 교육 현실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보

다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학교 밖 사회 환경 

변화, 학교의 생태 변화,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식 변

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잠재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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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일관성 있는 교육

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Ⅵ장에서는 잠재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제

도 및 수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통일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에 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한 강조는 이념적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통

일교육의 보편원칙으로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하며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통일과 안보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통일교육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 지침에 반영되어야 하는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 

분단과 통일 문제가 지구적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고 보편적 가치

를 강조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등한 관계를 인정한 가운데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고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평화적 통

일 노력의 정당성을 강조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 지침 구성의 세부원칙

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어야 하고 학교 급과 

교과별로 구체적이고 학생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

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소재와 관련하여 교육내용이 제시되

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학

교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잠재 영향 강화를 위한 도덕과 통일교육의 강조점 및 수

업 전략을 제시하였다. 잠재 영향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제시될 때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화교육의 관점, 글

로벌윤리교육의 관점, 다문화교육의 관점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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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현실에 한 비판의식과 평화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분단현실의 비평화적 삶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 통일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로 평화를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상호 의존성과 등한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 글로벌윤리교육의 관점은 

분단문제를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게 도와준다. 또한 북한에 한 

관점을 다루면서 남한과 북한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상호 의존

적이며 등한 관계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북한문화에 한 

이해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학교통일교육 연구의 범

위를 확장했다. 그동안 통일교육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는 통일교육의 목표 및 방향,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수업 방법,  북

한이해 등이었다(박성춘, 2012: 291-294). 통일교육을 학교통일교육과 

구분 없이 사용하는 등 그동안의 논의에서 모호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연구 

주제와 범위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둘째, 학교통일교육 현실에 한 진단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에 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 자체가 지닌 한계

와 더불어 학교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이 온전히 실행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잠재적 교육과정, 즉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밖 사회 환

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요소 등으로 시선을 확장함으로써 교육 

현상에 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

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다.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전문가 등 일부 관계

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교육과정 개발이 아니라 통일과 분단문제에 한 

형식적 교육과정의 이면에 잠재해 있는 다양한 영향 요소에 한 이해는 

학교통일교육이 학교 안의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

교와 학교 밖의 요인들의 상호 연결망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려주며 이러한 이해는 다양한 차원의 개선과제와 개선방안의 탐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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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해준다. 

넷째, 본 논문은 향후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경험

적인 후속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교육과정 연구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에 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에 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학교통일

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고자 한 시도로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밝히는 질

적, 양적 연구의 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잠재적 교육과정 이론

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가에 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는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는 1960년  말 미

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1980년  후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국내

에서도 1970년 와 1980년 에 다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후 관

련 논의가 많지 않다. 이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 체계가 단단하지 못

함을 의미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 “정규 교육과정보다 더 자연적

이고 덜 명확하기 때문에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수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Wren, 1999: 595)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 학교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과제로 제시한 

사회적 차원의 제도 보완에 한 아이디어, 시민사회를 상으로 한 사

회통일교육의 개선, 언론의 성찰과 역할에 한 견해는 학교교육과 교육

과정 개발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의미에 해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 

둘째,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선행연구 부족으로 인

한 한계가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 잠재적 교육과정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한 연구(박성춘, 2012: 295)가 있지만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

정 구성 요소를 밝힌 연구는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고 그것을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 238 -

와 연결 짓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도시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해온 연구자의 

제한된 경험으로 인한 한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

서 교사와 학생의 권력관계가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권위를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다루었는데 

이는 학교 급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 연구를 통해 논의 

체계를 보다 정교화 해야 한다. 

셋째, 형식적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이자 학교교육의 중요한 활동인 

교육 평가에 한 관심이 부족하다. 타일러(1949)는 교육과정을 교육 목

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육 평가 등으로 체계화하였다(이해

명, 2003: 199-200에서 재인용). 본 논문에서는 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학교통일교육에서 교육 평가

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 관

련 선행 연구에서 교육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통일교육에서 교육 평가에 한 연구가 부족하고 다른 영역과

의 유기적 관계 속에 교육 평가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을 반증한다. “수업은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평가와 

긴 하게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강현석, 2016: 

84). 따라서 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학교통일교육 개선에 한 연구가 지

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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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idden Curriculum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Kim Byeong-Yeo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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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formal curriculum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identified the components of hidden 

curriculum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by discuss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mponents of the it, presented 

ways of system and class improvement together with tasks for 

substantiality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The reality and limitations of the formal curriculum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are as follows.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lacks consistency and persistency  

while closely related with government policy. The educational 

goal was far from educational practice since it emphasized 

duty and ideology  at the national level. The cont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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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were presented centered on the position of 

government without considering students and teachers. Various 

perspectives of students are not being respected naturally in 

discussion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e formal curriculum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is arranged as top-down curriculum, lacking of 

consistency in each area, and does not consider hidden 

curriculum.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mponents of the hidden curriculum. The curriculum can be 

classified into formal curriculum, hidden curriculum, and 

null curriculum. Hidden curriculum has been discussed from 

perspecitves of functional theory, conflict theory, and 

hermeneutical theory. The components of the hidden curriculum 

can be examined in the perspectives of the social environment 

outside the school, the ecology of the school, and the human 

factors of the school. Discussions on the hidden curriculum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can help researchers 

understand the reality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and 

complement formal education curriculum.

I have described the social environment outside the 

school, the ecology of the school, and the human factors of 

the school as components of the hidden curriculum for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International situ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s behaviors,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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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 policy was presented as information communicated 

to students in the environment outside the school. For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for producing such information, the 

specificity of inter-Korean relations,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consciousness of division and South-South 

conflict, and political sensitivities of unification 

education were presented. And I talked about the impact of 

media and SNS as a means of conveying value and information 

to students.

The relation between school ecology and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was examined in terms of crowds, competition 

culture, and power relationship. It is true crowds has 

contributed positively to internalization of the discourse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ed on duty in the past,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to persuade students with the 

emphasis on duty today where autonomy and subjectivity of 

individuals are accentuated. In addition, educational 

reality, which has a sharp competition culture, has created 

selfish students and a culture of hostility and hatred 

expressing aversion to North Korea. And while the power 

relations of traditional society functioned to accommodate 

the formal curriculum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today 

influence of schools, teachers, and curriculum is getting 

weaker and weaker because power relations are weaking as 

well.

Next, this study examined components of schoo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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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 relation with the human elements of school. 

Teachers, who are internalized with a variety of unification 

consciousness and demanded a role as a communicator of social 

norms, may experience confusion in their values regarding the 

issue of unification. Less and less students are aware of the 

need for reunification, approaching the issue of 

reunification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with not very 

favorabl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In case of parents, 

perception of the necessity toward reunification has been 

lowered averagely with increasing negative perceptions about 

North Korea.

I proposed a task for internalization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discussion on formal education 

curriculum and hidden curriculum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First, we need to create atmosphere to discuss 

unification by improving the social environment outside the 

school. Also, the school culture should be reformed to 

reflect the ecological change in the school. We must create a 

school culture that recognizes differences and aims for 

coexistence, and class culture focused on students 

participation to think about unification as a matter of life. 

Furthermore,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reflecting hidden 

curriculum. In order to strengthen the latent influence of 

the it,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should be applied at 

the stage of curriculum development. At the stage of 

deliberation for development, active particip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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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nd teachers should be guaranteed.

In sum, I proposed the system and the class improvement 

plan to strengthen the latent influence. First,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should be amended to create 

environment for unification education. It should reflect the 

differentiated concept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and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and emphasize liberal democracy 

as universal principle of unification education. It should 

highlight the formation of new community consciousness 

reflecting changes to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relation 

between unification and security should be explained clearl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Next, improvement 

plans to heighten field suitability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guide was suggested. This paper presented examples 

of basic perspectives to be taken in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and introduces the detailed guideline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level of students according to such point of 

view. Lastly, The emphasis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latent influence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moral class are presented.

keywords : Hidden Curriculum, Unification Education,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Latent Influence.

Student Number : 2013-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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