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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일교육에서의 통일편익 개념 분석 연구

장  동  관

본 논문은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의 논의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편익 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양

적인 이익에 국한하여 판단하게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편

익 논의는 통일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통일이 지닌 가치들을 도외시할 가

능성이 크다.

이처럼 통일편익의 논의는 분명한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적용

에 있어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편익의 개념을 심도 있

게 논의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학생들에게 통일을 경제적 담론으로 바라보

게 만들었다. 연구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통일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

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통일편익의 개념이 통일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파

악하고 올바른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도덕과 교

육과정과 통일교육지침서에 제시된 통일교육의 목표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하

였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편익의 개념을 연역적 내

용분석을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 개

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에서 경제적 편익의 내용과 국가적 위상 제고의 내용은 양적으로 질

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사회적 편익의 내용은 양적으로 줄어들거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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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구성의 발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적 편익과 국가적 위상제고의 내용은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시장의 확대, 고용확대 효과,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 등

으로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경제적인 통일편익의 내용은 양

적으로도 축소되었으며 질적으로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통일편익의 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적인 이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의 통일교육에서는 바람직한 한국인상,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모습 등을 통해 통

일이 개인과 국가에게 질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

만 현재 도덕 교과서와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편익을 ‘국제적 위상 제고’, ‘GDP

의 성장’,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제시하며 경제적 논의에 기초한 양적

편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통일편익 개념에서 통일편익의 수혜대상이 민족·국가, 국가, 개인·국가 순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다. 6, 7차 도덕 교과서와 1993~2003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편익의 수혜자를 민족과 국가로 두며 통일이 민족역량을 발전시키고 국가발전에 

도움을 줄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2004년 통일교육지침서부터 통일편익에서 민

족의 논의는 사라졌고, 통일편익은 국가의 측면에서 서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편익을 개인의 측면에서도 다루며 통일이 개인의 삶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며 연구자는 통일교육에서 바람직한 통일편익 교육

을 위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교육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통일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

째, 통일교육에서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일편익의 범주를 다루어 통일

이 다양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한다. 셋째, 통일편익과 분단비용의 교육

적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통일편익과 분단비용 중 어떠한 관점이 통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통일편익, 통일교육,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 통일편익 개념, 통일교육지

침서

학  번 : 2016-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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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일 논의에는 언제나 ‘민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의 

통일 논의는 민족 동질성의 가치를 중시하며 ‘남한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에서도 ‘단일민족의 재결합’, ‘민족공동체의 단일성 

회복’,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논리를 강조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제시하였다(고성준 외, 2010, p.14).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러한 논거들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서울

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의 의하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

이니까’라는 젊은 세대의 응답은 31.2%에 불과하였다. 이는 2008년 조사 결과인 

45.2%에 비해 14% 감소한 수치로 당위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

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6

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는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16.2%로 나타나 청소년들 수준에서 당위적인 차원의 통일의 필요성 논거가 다른 세

대보다 더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은 “북한을 한반도 주변국들 중의 하나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보다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세대적 특징을 보

이며,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던 통일에 대한 무비판적인 당위성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차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권영승,이수정, 2011, p.6) 또한 청소

년들은 민족에 대한 정서적인 호소보다는 남북한 공존과 상생을 통한 실리추구에 더 

관심을 보였다(변종헌, 2012, p.178). 젊은 세대들은 다양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기 때

문에 거대 담론으로서의 통일 문제 보다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통일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는 민족에 대한 호소보다는 자신과 국가에 통일

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파악하고 미래를 구상해 보는 것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

러일으키는 방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박보영, 2010, pp.73-74).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통일교육에서도 실리적 차원의 통일편익의 논리가 

도입되었다. 2003년부터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통일은 경제발

전에 필수적인 내수시장을 키우고, 군사비를 투자비로 전환시키며,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시킴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통일부, 2003, p.12)라고 서

술하였다.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에서 읽어낼 수 있듯이 2003년부터 통일부는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사적 측면에만 의지하지 않고 편익의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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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였다. 

이러한 통일편익의 논의는 통일이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족중심 통일 논의와 차이점을 가진다. 과거의 통일논의는 

통일을 국가와 민족의 차원으로만 접근하여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거리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통일편익의 접근은 통일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 철도연결을 통한 생

활반경의 확산, 전쟁의 위험성 축소, 경제적 이익 창출 등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또한 통일편익 논의는 교사가 통일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 통일교육은 통일에 무관심한 학생들에게 통일을 의무

적으로 강요하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외면 받아왔다. 하지만 통일편익 논의는 통일을 

당위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통일을 필요성의 담론으로 변화시켜 통일을 현실적인 차원

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이병수, 2010, p.369).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교사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학생들에게 통일

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편익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장점뿐만 아니라 한계도 지니고 있다. 우

선 통일편익 논의는 통일 후 발생하는 이익을 계산하는 데에 몰두하여 통일 후 발생

할 수 있는 가치문제를 경시할 가능성이 크다(소병철, 2005 p.35). 통일편익 접근의 

기본 토대인 경제적 관점은 목적을 이루는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

에 비용과 이익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인권 문제, 사람 사이의 통합문제, 남

북갈등 문제, 가치관 갈등 문제 등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

악된다면, 통일편익 논의는 효율성의 명목 아래 이러한 문제들을 후순위로 미루어 버

릴 수도 있다. 

또한 통일편익 논의는 북한을 개발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논의로 발전이 가능하

다. 통일편익 논의는 기본적으로 통일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편익 접근은 성장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집단의 맹목적인 경향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제국주의적 수탈의 논의로 

연결되어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국가발전의 명목 아래 

정당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통일편익 논의는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주어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필

요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국내 총생산의 4~5%

를 동독에 투입하였을 정도로 통일비용이 컸었다(정용길, 2008, p.12). 남북한의 경우 

동서독보다 경제격차가 더 심하기 때문에 독일보다 훨씬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박성춘·이슬기, 2016, p.120). 통일이 기대와 달리 

충분한 이익이 되지 않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로 인해 되돌아오는 편익이 적을 

경우 통일문제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변종헌, 2012,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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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일편익의 논의는 분명한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적용

에 있어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편익의 개념을 심도 있

게 논의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통일편익 교육

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상 통일편익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초점을 두어(고성준,2010; 박보영,2010; 권영승,이수정,201), 통일편

익 논의가 통일교육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다루지 못하였다. 조철호(2011)의 

경우 통일비용에 대한 문제가 떠오름에 따라 통일편익 교육의 중요성 대해 설명하였

으나, ‘통일비용 보다 큰 통일편익’ 개념에 집중하여 통일편익 교육 자체에 대한 논의

를 다루지 않았다. 

이처럼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편익의 담론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

고 있기 때문에, 통일편익 개념이 담고 있는 교육적 논의를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지만 통일편익 개념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분위기

에 휩쓸려 통일편익 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통일이 지닌 가치를 경제적인 관점

으로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도덕과 교육에서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일편

익 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요소들을 찾아내고 가

치적인 요소를 발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통일편익 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통일편익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면, 

통일편익 교육이 담고 있는 맥락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들을 가진다.

연구 문제: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 개념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연구 질문①: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 개념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연구 질문②: 기존에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졌던 통일편익 개념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

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 질문③: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의 개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올바른 통일

편익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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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내용 분석을 통해 통일편익 개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교

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통일편익 개념을 분석하고 이러한 통일편익 개념이 통일교육

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제시하는데 있다.

통일 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정부의 주요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통일부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 연구자가 형식적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활자의 

의미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쓰이게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

경 요인들을 분석하고, 활자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연구한다면 형식적 교육과정

의 연구는 통일교육 연구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박성춘, 2012, p.297).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통일편익에 대한 내용의 수를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

니라 통일편익 개념이 담고 있는 요소들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올바른 통일편

익 교육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통일편익을 다루거나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한 여러 선행연구를 문헌

을 통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지침서, 도덕 교과서에 제시

된 통일편익 내용을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통일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

편익 개념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 개념은 시계열적

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졌던 통일편익 개념이 어떤 특징

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활용한 연구 방

법의 특성과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내용 분석은 “관심 변인이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찰이나 면접 등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이미 산출해 놓은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양적·질적으로 분석하는 방

법이다.”(김석우·최태진, 2007, p.348). “내용 분석의 양적 방법은 분석 준거에 의한 

각 분석 항목에 해당하는 진술문과 해설문의 빈도수와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며, 내용 

분석의 질적 방법은 진술 상의 특징을 문서의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기술

(description)하고 그 의미를 해석․설명하는 것이다”(백남진, 2005, p.91). 본 연구에

서는 양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질적 내용분

석을 주로 실시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단순히 유사한 의미끼리 묶어 범주를 만들거나 단어의 수를 세는 

계량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용의 코딩을 통해 범주의 외연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 모두

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질적 내용분석이란 주어진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

탕으로 체계적인 분류 방법인 코딩 과정을 통해 패턴과 주제를 밝히는 연구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김영천·전상원, 2017, p.322). 

Elo and Kyngas(2008) 방법에 따르면 질적 내용분석은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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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뉠 수 있다. 연역적 과정은 사전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

이고, 귀납적 과정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범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통일편익을 다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통일편익을 파악하는 방

식을 취하며 연역적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역적 내용분석에 기초하

여 조동호(2011)와 김구륜 외(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통일편익 개념을 범주화 매트

릭스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 교과서의 통일편익 내용이 구조

화한 분석 매트릭스와 맞지 않을 경우 귀납적 내용 분석 원칙에 따라 자체적인 개념

을 만들어 매트릭스를 재구성하였다(김영천·전상원, 2017,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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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일편익의 개념

1. 통일편익 개념의 등장 배경

1) 통일환경의 변화 

(1) 통일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은 통일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여 왔다. 초기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론

과 같이 감정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띄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정책은 현실적이

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박찬석, 2006, p.78).

본 논의에서는 각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통일환경을 파

악하고 통일편익 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탐색하고자 한다.

① 이승만 정부 시기(1948~1960)

이승만 정부(1948~1960)에서는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북한 측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자주적 총선거

를 내걸자 남한에서는 유엔에서 제시한 자유총선거를 단독적으로 실시하여 정부를 구

성하였다. 선거 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남겨둔 1/3 의석을 북한 측에서 채울 것을 요

구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였다(허문영, 1999, p.114). 

이승만 정부는 유엔이 승인한 합법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정부를 남한이 가져야할 땅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정부라고 규정하고 무력으로 북진 통일을 이루자는 기

조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휴전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통일 논의 보다는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며 통일보다는 국가를 재건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이승만 정권에서는 통일을 위한 정책보다는 통일을 유보하

는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② 장면 정부 시기(1960~1961)

장면정부(1960~1961)에서는 4.19 혁명을 통해 민주당의 정부가 들어서며 통일정책

을 과거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실시하였다(권무혁, 2011, p.158). 장면정부는 북진

정책 정책을 폐기하고 이승만 정부와 같이 유엔의 결의에 의한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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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장면정부는 이승만정부와 달리 남북한 자유총선거 정책을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로 바꾸어 제시하며 대한민국 자체의 헌법을 중시하며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허문영, 1999, pp.114-115).

③ 박정희 정부 시기(1961~1979)

박정희 정부 시기(1961~1979)에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미군의 철수로 인한 한미관

계의 변화에 따라 안보가 최우선의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박정희 정부 

초기에는 반공정책의 강화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

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선건설 후통일 정책을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추구하

며 조국의 근대화를 남북통일의 시작점으로 바라보고, 경제건설과 민주역량의 개발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쳤다(허문영, 1999, p.115).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 닉슨독트린과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평화

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구상선언’

을 발표하며 북한정권을 인정하고 북한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룩하

고자 하였다. 평화통일 구상선언은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한은 상호불

가침협정을 체결하고, 둘째, 남북한 상호문호개방과 신뢰회복을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

실히 진행시켜야 하고 다각적 교류와 협력을 이룩하며,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

룩하는 것이었다.”(박광기·박정란, 2008, p.169).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1974년 8월 

15일에 북한에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안하며 남북의 화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평화통일 3대원칙은 “첫째,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점, 둘째, 남북 총선거를 위해 남북 간의 신

뢰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총선거 실시와 관련해 정부수립 후 

지속돼 온 ‘유엔 감시하’라는 조건을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로 변화시켰다.”(통일

부, 2017, p.139). 이러한 평화통일의 원칙은 남북의 통일을 선건설 후 통일의 관점

에서 선평화 후통일의 관점으로 변화시켰다는 의의를 갖는다(허문영, 1999, p.116).

④ 전두환 정부 시기(1980~1987)

전두환 정부(1980~1987)에서는 지금까지의 통일방안을 정리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첫째,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분단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였고, 둘째, 통일과정에서 

민족화합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셋째, 통일헌법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 및 절차를 처음으로 제시”(박광기·박정란, 2008, p.170).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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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최초로 이산가족 방문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이루어 졌으며 남북 상호간의 통일정책과 교류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

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문성묵, 2015, p.12).

  

⑤ 노태우 정부 시기(1988~1992)

노태우 정부 시기(1988~1992)에는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7.7선언’에서는 북한을 함께 발전하는 선의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민족공동체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여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

태우 정권은 남북동포의 상호 교류. 문호 개방,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등을 제시하며 

남북의 정치적인 통일을 도모 하였다(허문영, 1999, p.11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과도적 통일체로서 ‘남북연합’ 설치， 남북연합 기구로

서 남북정상회의·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 설치，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채택，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한총선거 실시 및 통일

정부와 국회 구성하여 통일민주공화국 수립 등으로 되어 있다.”(허문영, 1999, p.117) 

이를 통해 노태우 정권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남북 대결의식을 해소하

고 자유, 인권, 행복을 존중하는 통일된 민주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⑥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7)

김영삼 정부(1993~1997)는 노태우정권의 통일정책을 계승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을 제시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의 완

성으로 통일의 단계를 바라보았다.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감을 불식

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단계이고,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서

는 남북연합기구가 만들어지고 남북의 합의한 법 아래에서 연합기구를 운영하는 단계

이며, 3단계인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남북연합단계를 기방으로 1민족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허문영, 1999, p.118).

하지만 “1993년부터 남북대화의 단절, 제1차 핵위기 등으로 남북경색국면이 이어지

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공동으로 제의한 4자회담

이 6차례 개최되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지만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문

성묵, 2015, p.13) 이로 인해 김영삼 시기에는 남북관계와 국내외적인 환경의 영향으

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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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2)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2)에는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에 의거하여 남북한에 교

류에 힘썼다. 김대중 정부는 추상적인 통일방안에 주력하기 보다는 남북 간의 교류협

력에 더 집중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는 각 정

당과 관련단체의 지도자와 진보·보수 단체들이 ‘민화협’을 결성하여 민간차원에서 북

한과의 교류를 실시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권무

혁,2011,p,164). 

또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공동선언을 합의하는 등 

북한과의 회담이 이어져 남북 간의 정치적 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일부가 개방되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의 가동과 금강산 육

로여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2차 연평해전이 벌어지고 2차 핵실험이 발발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대북 퍼주기 논란이 커짐에 따라 통일 정책

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강화되어 통일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2015, 

문성묵, pp.13-14).

⑧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7)

노무현 정부(2003~2007)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대북정책을 펼쳐나

갔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유사하게 추상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하기보다 현

실적인 남북 간의 교류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이

름아래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10.4선언을 개최하였고, 남북의 상호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

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에 합

의하였다(통일부, 2017, p.142).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대

북정책을 진행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서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추진된 서해평화협력지대 협의 과정에서 NLL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모

습을 보여 남북관계 발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문석묵, 2015, p.14).

⑨ 이명박 정부 시기(2009~2012)

이명박 정부(2009~2012)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

고 남북한 관계에서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명박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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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 3000구상’과 ‘상생공영정책’의 대북정책을 실시하였다(권무혁, 2011, 

p.159). 위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방식의 모

습을 취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였고,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남

북관계의 실리적인 관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통일부, 2017, p.142).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취하고 말았

다. “남측정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북한은 매우 심기가 불편해졌고 급

기야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로 불만을 표출하고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결국 

남북관계는 원점을 돌아갔고 경색국면이 이어졌다.”(문석묵, 2015, p.14).

⑩ 박근혜 정부 시기(2009~2012)

박근혜 정부(2009~2012)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근거를 두고 대북정책을 진행하

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평화로

운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통일부, 2015, p.26).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언급하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놓았

다. 그리고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

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드레스덴 선언은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입어 박근혜 대통

령은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띄었다(김형빈·

김두남, 2016, pp.142-144).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2014년 1

월 그들의 소위 중대제안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데다, 3~4월 한미연합연습 시

행, 북한이 요구하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대규모 대북지원 등에 대해 남

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자 도발의 강도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우리가 제의한 드레스

덴 선언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의 음모 운운하면서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5

년 들어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 운운하면서도 한미연합연습 중단, 민간단

체의 대북전단살포 중지, 5.24조치의 해제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우

리측이 제시한 대화 제의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문석묵, 2015,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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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의 변화

통일교육의 구분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한만길(2001), 황인표(2014)은 통

일교육을 정권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나

누어 제시하였고 박찬석(2006)은 정권의 특징에 따라 통일교육, 군부통치기의 통일교

육, 민주주의 이행기의 통일교육으로 구분하였다(박성춘·이슬기, 2016, p.17). 

박성춘·이슬기(2016)는 위와 같은 구분에서 ‘통일교육’ 시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과 구분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명칭을 ‘민족통일교육’으로 바

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과거의 통일교육을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으로 

칭하고 그 시기에 통일교육을 반공통일교육, 안보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으로 나누어 

나타낼 것을 주장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박성춘·이슬기(2016)의 구분에 근거하

여 통일교육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① 반공통일교육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 반공통일교육은 남한 정권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

하며 이러한 신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반공통일

교육은 반공을 앞세워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비판하고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

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한만길, 2001, p.101).  

반공통일교육은 1차 교육과정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 실시되었다. 1차 교육과정

(1954~1963)의 통일교육은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에 영향을 받아 반공교육의 주

제만으로 이루어 졌다. 이 시기에는 멸공과 북진통일의 기조 아래 초등공민과 중등공

민, 도덕 교과를 통해 반공교육이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1956년과 

1957년 사이에는 도덕 교과서를 초·중교과서를 국정으로 개발하여 반공교육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양정훈, 2007, p.378). 2차 교육과정(1963~1973)의 통일교육에서는 선

건설 후통일의 논리에 근거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반공교육의 기조를 강화하였다. 2차 

교육과정에서는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

다. 이로 인해 이 시기의 통일교육에서는 ‘승공’에 목적을 두고 반공의식을 더욱 고취

시켜 안보의식을 기르려고 하였다. 3차 교육과정(1973~1982)에서는 평화통일 구상 선

언에 영향을 받고 통일교육의 목표를 평화를 추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평화

를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달리 실제 교육내용은 냉전의 시각을 기반으로 북한체제의 

부정과 남북의 대결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4차 교육과

정(1981~1987)에서는 전두환 정권의 영향으로 주로 이데올로기 교육에 치중하는 모

습을 보였다. 전두환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반공과 승공의 개념을 더욱 

강화하고 안보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4차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체제를 남한의 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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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되는 모습으로 제시하며 국가의 정당성을 통일교육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을 취하

였다(양정훈, 2007, pp.378-381).

이처럼 반공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이름을 띄고 있었지만 통일에 대한 교육보다는 

안보와 북한체제의 비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반공에 기초하여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반공통

일교육은 진정한 통일교육이라기 보다는 반공안보와 체제의 수호에 기초를 둔 교육이

라고 볼 수 있다(고정식 외, 2004, p.13).

② 안보통일교육

안보통일교육에서는 기존의 반공교육의 영역에 북한의 체제와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시민성의 정당성을 추가하여 반공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개념을 통해 ‘우리

의 민족은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한다는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여 통일의식을 높이려

고 시도하였다(한만길, 2001, pp.102-103).

5차 교육과정(1987~1992)에서는 기존의 ‘반공교육’의 용어를 ‘통일안보교육’으로 바

꾸어 서술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목표 아래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적인 

서술을 피하였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

리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존재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며 통일과 안보를 동시에 교육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양정훈, 2007, pp.384-385).

이러한 안보통일교육은 기존의 반공, 승공 교육에서 탈피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통

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안보통일교육은 분단

의 고착화를 초래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단 유지의 담론에 머물러 있

었다. 그리고 안보통일교육은 이념지향적인 내용제시를 통해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

각을 갖게 하여 본래의 목표인 민족공동체 달성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오

일환, 2006, p.39).

③ 민족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은 독일통일과 구소련의 해체와 남북 간의 화해무드의 조성으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통일과 구소련의 해체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과거에 비해 높

여주었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에서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기초하여 통일 준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민족통일교육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동포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민족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을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할 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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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시대의 통일교육

흐름 반공통일교육 안보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

통일

교육의

변천

교육

과정

(연도)

1, 2, 3, 4차 

교육과정

(1954-1987)

5차 교육과정

(1987-1992)

6차, 7차 교육과정

2007, 2009,

2015 개정

(1992-현재 )

정부 1, 2, 3, 4, 5 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이후

시대

상황

국제적

상황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미소의 갈등과 경쟁

이데올로기 대립

냉전의 해소

독일통일

사회주의권 국가

의 붕괴와 변화

미국의 패권

테러와의 전쟁

유럽연합의 형성

중국의 부상

한반도

상황

6.25 전쟁 이후 남북

갈등 및 경쟁

남북 경제 격차

확대 민주주의로

의 이행

북한경제 붕괴

남북관계 

진전(햇볕정책)

남북관계 후퇴(천안함 등)

제시하며 북한을 민족공동체에 기초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민족통일교

육에서는 통일환경과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제시하며 건전한 안보관을 기르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양정훈, 2007, p.386).

또한 민족통일교육에서는 단순히 정치적·제도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통일을 대비

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을 대비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었다(추병완, 

2007, p.13). 과거의 통일교육에서는 기존의 분단상황을 관리하고 소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는 방향성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족통일교육시기에는 남북의 화해

협력을 도모하여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민족통일교육은 민족중심의 통일논의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

을 저하시켰다는 한계를 갖는다. 분단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은 분단의 아픔을 체감

하기 어려웠으며 북한을 한민족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통일을 민족의 당위성에 기초하여 파악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저하로 나타나게 되었다.

논의를 정리하며 지금까지 논의한 통일환경과 통일교육은 [표 Ⅱ-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Ⅱ-1]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

출처 : 박성춘·이슬기(2016), 『다문화시대의 통일교육』, (파주: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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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1) 세대별 차이

통일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남북한의 관계는 시기별로 큰 차이

를 보여 왔으며, 국내외 상황들도 분단기간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이러한 남북

한의 관계, 국내외 상황은 통일에 대한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사람들의 

통일 의식에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통일 환경에 따라 자

신의 통일의식을 구성하였고, 세대별로 상이한 통일의식을 갖게 되었다.

2016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

한 응답이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60대 이상(75.4%) 50대(62.7%), 40대(54.2%), 30대(36.4%), 20대(36.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4년 설문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2015년과 2016

년에 20대와 30대의 통일의 필요성의 인식은 7~14%가 떨어졌으나, 50대와 60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이 나타났다(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

구원, 2016, pp.33-34).

김병조(2015)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통일의

식을 청소년기 겪었던 통일환경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세대를 

체제경쟁세대(1941~1960년 출생), 민주민족통일세대(1961~1970년 출생), 탈냉전통일

세대(1971~1980년 출생), 신자유주의통일세대(1981~1990년 출생)로 나누어 통일의식

을 분석하였다. ‘체제경쟁세대’(1941~1960년 출생)는 반공과 유신체제를 겪은 세대로

서 선건설 후통일의 통일의 방안을 교육 받은 세대이다. 이 세대는 통일에 대하여 깊

이 있게 고민하거나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고민하지는 않지만 통일을 민족에 개념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통일을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 과제로 생각하는 세대이다. ‘민주민

족통일세대’(1961~1970년 출생)는 민주화 시대를 겪으며 남한이 북한에 경제적 우월

성을 체감한 세대로서 국내 민주화 성공을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세

대이다. 이들은 민주화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어 통

일을 생각하지만 북한의 모습을 실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

해 정확한 이해보다 의욕이 더 앞서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탈냉전통일세

대’(1971~1980년 출생)는 과거세대보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겪으며 살아간 세대이

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은 이전 

세대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탈냉전통일세대는 베를린 장벽 붕괴, 탈냉전의 

경험, 금강산 관광 등 다양한 국내외적인 경험을 한 세대로서 탈냉전으로 인해 통일

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세대이다. ‘신자유주의통일세

대’(1981~1990년 출생)는 IMF를 겪으며 개인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장래가 어두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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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자라온 세대로서 사회의 문제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통일에 대해서도 

민족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유보적으로 생각하는 세대이다. 

[그림 Ⅱ-1] 세대별 통일의식

출처: 김병조(2015),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통일과 평화』, 7(2), pp. 3-41

이러한 세대의 통일환경의 차이는 통일 의식에 대한 차이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

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의 세대별 차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체제경쟁세대≒민주

민족통일세대 > 탈냉전통일세대 > 신자유주의통일세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에 

들어 체제경쟁세대와 민주민족통일세대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2015년 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체제경쟁세대>민

주민족통일세대 > 탈냉전통일세대 > 신자유주의 통일세대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 확연

하게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슬로건이 체제경

쟁세대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다른 세대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

는 결과이다.

(2) 민족개념의 약화

통일에 대한 민족공동체에 대한 호소는 1980년 이후 시작되었다. 해방 전후에는 반

공의식에 기초하여 북한을 한민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북한을 적으로서 생각하였다. 

북한을 옹호한 사람은 적이며 어린 시절 학생들의 놀이는 간첩놀이일 정도로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민주화 운동이 민족문제와 통

일운동으로 번지며 민족에 대한 담론이 점점 커져 갔다. 이 시기부터 통일논의는 갈

라진 민족을 하나로 합쳐 민족주의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며 발전하여 갔다(김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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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p.52). 

기본적으로 통일논의에서 민족공동체 개념은 애국·애족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애

국·애족의 개념은 민족공동체의 달성을 통해 개인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운명공동체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민족공

동체에 기반을 둔 통일 논의는 ‘민족국가=국민국가’라는 이념 아래 미래지향적인 모

습을 띄며 이러한 생각을 개인과 공동체의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박순

성, 2010, pp.82-84). 변종현(2016)은 이러한 민족공동체에 기반을 둔 통일논의를 

“북한 통일은 왜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성찰보다

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이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되어 왔다.”(변종현, 2016, p.127)고 평가하며 과거의 통일의 당위성이 민족

의 개념에 기초하여 수용되어 왔음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민족공동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공동체에 기초한 통일 

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청소년들은 본인 혹은 자신의 부모가 북한의 사람과 연

결되었던 부모세대와 달리 분단에 민감하지 않으며, 민족이라는 단어에 크게 반응하

지 않았다. 게다가 분단의 1세대는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 이후의 세대들

은 북한과의 혈연관계를 현실로서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분단이 고착화 된 상황도 

청소년들의 민족공동체 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젊은 세대는 북한과의 

교류나 상호작용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남한의 젊은 사람들은 북한을 먼 곳

으로 느끼며 자신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다(박성춘·이슬기, 2016, p.74). 

2016년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더 이상 민족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대답은 38.6%로 나타나 2008년 조

사결과인 57.9%에 비해 19.3%나 떨어진 수치로 조사되었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는 

50.8%가 통일의 필요성을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대답으로 응답하였지만 세대가 내려

갈수록 위와 같은 응답은 50대(41.1%), 40대(37.7%), 30대(32.1%), 20대(31.2%)로 점

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민족의 측면에 근거한 통일의 당위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경은·윤노아(2012)는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을 종족정체성과 시민정체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국민정체성의 요소로서 종족정체성보다 시민

정체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한국인의 요건으로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혈통보다는 정서적인 유대와 소속감을 한국인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연구자들은 청

소년들의 종족성과 통일에 대한 열망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

년들의 종족정체성은 통일에 대한 열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이 드러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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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통일에 대한 열망에는 종족정체성보다는 시민정체성이 더욱 영향을 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이 민족에 대한 개념을 크게 고

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강조가 통일에 대한 열망과 연결되지 않

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젊은 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통일을 민족의 당위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삶과 

연결된 이익에 연결되어 판단하는 특징을 보인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된 세계 속에서 태어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반면에 

개인주의와 실리추구의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

이나 국가에 대한 관념 또한 변화하고 있고, 국적 자체가 운명적 숙명적인 것이기보

다는 점차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것이라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변종

현, 2012, p.178)

이러한 청소년들의 특성은 과거 세대와 달리 통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였고 

통일을 당위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필요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권영승,

이수정(2011)은 질적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통일을 민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실적

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북한주민을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사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통일의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지 않고 통일이

후에 생겨날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 편익, 한반도의 발전 가능성 등 현실적인 사고

에 근거하여 통일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통일을 하나의 

실리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한반도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의 실리적 관점은 더 이상 통일을 당위적인 요청으로 바라보지 않게 만들

었다.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통일비용의 문제에 대해 합

리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독일통일을 보더라도 통일로 인해 생겨나는 통일비용의 

양은 컸으며 이로 인해 동독주민과 서독주민간의 갈등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독일정부가 통일 후 동독에 사용한 돈이 약 1조 4천억 유로에 이르렀

고 비경제적인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일비용은 엄청났다(정

용기, 2008, p.12).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 국가차원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일이 

과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6 서울대학교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10~20대 사람들은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

는 정도에 대하여 49.2%가 이익이 된다고 답하였지만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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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서는 18.7%가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젊은 사람들이 통일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

에게는 통일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통일편익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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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편익 개념의 이론적 기초

1) 공리주의와 이익계산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생겨났다. 영국에서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간의 갈등을 조화시키는 일이 문제로 떠올랐다(박찬구, 2006, p.84). 벤담이 보기

에 이를 위한 정부의 정치적 조치들은 귀족의 이익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불행을 산

출하고 미신과 어림짐작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러

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벤담은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인간을 현

실적인 경험에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Arrington,R.L, 김성호 역, 

2003, p.492). 벤담은 인간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pain)과 쾌락(pleasure)이라는 두 주인에게서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일은 물론이요 무엇을 행해야 할까 짚

어내는 일은 오로지 이 두 주인을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옳음(right)과 그름

(wrong)의 기준이, 또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두 주인의 왕자에 고

정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에

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복종하는 

일을 팽개쳐버리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끝내는 오히려 그런 복종심을 

드러내고 확인하게 될 뿐이다.”(J.Bentham, 고정식 역, 2011, p. 27)

벤담은 쾌락주의에 기초하여 인간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존재로 바라

보였다. 하지만 벤담은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주장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공중적(公

衆的) 쾌락을 역설하였다. 벤담은 나의 행복만이 행위의 원리가 될 수 없고 다른 사

람의 행위의 행복도 함께 고려하여 행동해야한다고 보았다. 벤담은 이러한 생각에 기

초하여 자신의 윤리학을 정당화하였고 이를 ‘공리의 원리’라고 불렀다(S.P. 

Lamprecht, 김태길 외 역, 1994, p.549). 

“공리성의 원리란, 자기 이익이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또는 달리 말하면 그러한 행복을 증

진시키거나 반대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approve)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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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disapprove)하는 원리를 뜻한다. 나는 각각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까닭에, 내가 말하는 바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

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J.Bentham, 고정식 역, 

2011, pp. 28-29)

벤담은 기본적으로 쾌락은 한가지의 종류 밖에 없으며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주장하였다. 벤담은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른 요인에 두는 

것을 반대하고 오직 행위의 결과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통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벤담은 이러한 양적인 쾌락주의를 토대로 도덕적 

명령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도성달, 2011, p.300).

  벤담은 쾌락을 더하고 고통을 빼가면서 쾌락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벤담은 쾌락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7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는 ①강도 

②기간 ③확실성, ④친근성, ⑤풍요성, ⑥순수성, ⑦범위가 쾌락측정의 기준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바라보였다. 그리고 벤담은 이러한 측정법을 통하여 밝혀낼 수 있는 쾌

락의 측면을 ①강도, ②지속성, ③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④신속성 또는 원격성, ⑤다

산성, ⑥순수성으로 나누어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벤담의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기준이 같다는 전제 

아래서만 타당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개인의 쾌락이나 고통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

문에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고 이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인간의 개인적인 쾌락과 고통에 대한 수치가 다른 개인의 수치가 동

일하다는 것은 이상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에 집중한 나머지 고유한 인간의 삶의 양식

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윤리학으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벤담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은 

양이 많고 많은 쾌락을 산출하는 관능적이고 본능적인 쾌락만을 추구해야하는 존재이

다. 하지만 인간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고 향유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질적

인 쾌락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인 존재이다(박찬구, 2006, pp.86-87). 이처

럼 벤담의 쾌락주의는 질적인 쾌락보다는 쾌락의 양에 집중함으로서 인간을 천박한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밀은 벤담의 양적공리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쾌락은 오직 양으로만 평가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쾌락이 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며 양적으로 다루어 질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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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고 해서 공리주의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

는 양뿐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에 대해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 따져보아

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J. S. Mill, 서병훈 역, 2007, pp.27)

밀은 쾌락의 질을 강조함으로써 쾌락주의가 교양 있고 좋은 사람들에게 더 환영받는 

것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밀은 동물적인 생존을 영위함으로써 강렬한 쾌락만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위대한 감수성을 가

지고 있으며 다른 동물들을 만족시키기에 알맞은 쾌락에 집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

긴다고 보았다(S.P. Lamprecht, 김태길 외 역, p.568). 밀은 “쾌락의 질과 양이 분명

히 서로 구별되는 특성이지만, 서로 다른 쾌락의 질이 비교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

지로, 서로 비교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쾌락의 질 사이의 차이는 결코 정도의 문

제가 아니다-즉 어떤 성질의 쾌락이 다른 성질의 쾌락에 비하여 “더 많은”, “더 적

은”,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 사이에는 우월함과 열등함이 존재한

다.”(Arrington,R.L. 김성호 역, 2003, p.517)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밀은 쾌락·고통의 평가가 옳음이나 신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

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밀은 질의 평가 과정은 ‘자격 있는 판단자들’이나 

‘좀 더 고상한 감정에 대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선택에 있다고 보았다(S.P. 

Lamprecht, 김태길 외 역, p.569). 그는 ‘훈련되고, 쾌락을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하는 쾌락이 더 좋은 쾌락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쾌락

의 질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피세진, 2007, p.116). 그래서 밀은 사람들이 

쾌락의 양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쾌락을 선택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은 존재들이라면 

분명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밀의 이러한 쾌락계산은 태생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박찬구(2006)는 밀

이 쾌락을 질적으로 높고 낮은 범주로 나누는 기준이 ‘도덕성’임을 밝히고 밀의 쾌락

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밀의 경우에 ‘쾌락에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바로 그 요소’, 즉 ‘우리가 타인

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려해야하는 이유가 되는 바로 그것’이야 

말로 ‘도덕성(morality)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쾌락의 질적 차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쾌락이 아닌 제3의 성질이 요구 된다. 그것이 과연 무

엇이겠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쾌락이란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대상과 분리될 

수 없다”든가, “쾌락이란 제각기 고유한 질을 갖는다”고 주장한다면, 쾌락이 ‘지

향하는 대상’과 그 ‘고유한 질’이 더 중요해 지는 것일 텐데, 도대체 왜 ‘쾌락’이

라는 개념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 것일까?”(박찬구, 2006, 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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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리주의적 이익 계산의 의의와 한계

공리주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상과 맥락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거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의 가치 아래에서 민주주의, 경제학, 자유주의 등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공리주의는 이기적 쾌락주의를 공공의 쾌락주의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기적 쾌락주의는 행위의 동기를 자신의 쾌락에서 찾고, 개인의 행복을 그 

자체로 선이라고 바라보았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여기에 더해 자신의 쾌락뿐만 아니

라 타인의 쾌락과 고통에도 신경을 쓰는 넓은 범주의 쾌락주의로 나아가 윤리학의 모

습을 띄었다. (피세진, 2007, pp.50-51). 이를 통해 공리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

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윤리학을 세우며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

게 되었다.

둘째로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윤리적 상대주의에 입장에 근거하여 현대사회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가치의 문제에서 벗어나 판단하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사회문

제들은 가치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윤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가치의 문제를 이익의 담론으로 바꾸고 사회에서 가장 이익이 되고 효과

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의무론적 윤리설이 

가지는 문제점인 가치갈등의 상황을 탄력적으로 해결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

는데 효과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는 본질적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

째로, 공리주의는 심리학적 쾌락주의로부터 윤리적 쾌락주의를 도출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박찬구, 2006, p.96). 공리주의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사실명제로부터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추구한다는 것을 옳은 것이다’라는 

당위명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사실명제일 뿐 당

위 명제로 확인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공리주의는 인간의 기본권과 같은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관심에서 출발한 이론으로서 무조건적인 의무를 찾기 보다는 개

인 이익과 사회의 이익의 갈등을 조정하고 쾌락을 계산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이로 

인해 공리주의는 가치의 문제를 쾌락의 계산으로 변환하여 파악하여 태생적으로 자

유, 인간 생명, 인간 존엄성과 같은 도덕의 최종적 근거가 되는 개념을 다루는지 못

하고 입법이나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모습을 보인다(박찬구, 2006, 

pp.103-104). 

셋째로, 공리주의의 이익계산은 이상적인 목표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리주의

가 말하는 사회 전체의 쾌락은 총체적인 정보와 철저한 타산을 바탕으로 계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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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인간이 모든 가정과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리주의

의 완벽한 이익계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리주의의 이익계산은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 쾌락 분석은 최선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들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다(오재호, 2010, p.49).

2) 합리적 선택이론과 의사결정과정

(1) 합리적 행위자의 기본 상정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행위자의 욕망을 자세히 파악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험적으로 판단하여도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행위자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 한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합리적 행위자는 목표 수정적 인간이라기보다는 목표 지향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일단 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박효종, 

1994, p.48). 합리적 행위자는 인간은 자신의 선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를 이루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로 인해 합리적 행위자는 자신의 목

표를 이익으로 정해두고 오로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는 수단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합리적 행위자는 선호의 내용보다는 선호의 형식적 일관성을 중시하는 모습

을 보인다. 합리적 행위자에게 건강식품을 고르느냐, 불량식품을 고르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 행위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건강식품 혹은 불량식품을 좋아하

는지에 대해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합리적 행위자의 선호가 무작

위적이지 않으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 하나는 완전성

(completeness)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행성(transitivity) 조건이다. 완전성 조건이

란 행위자의 선호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 하는지 혹은 선호가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만약 행위자가 사과보다 배를 더 좋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가 배를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호하는 배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선호

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행성 조건이란 선호 대상이 세 가지 이상일 때 

성립하는 조건으로 행위자가 A를 B보다 더 선호하고, B를 C보다 더 선호한다면, 행

위자는 A를 C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 사과, 배, 딸기가 

같은 가격과 같은 양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사과보다 배, 배보다 딸기를 선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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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행위자는 사과, 배, 딸기 중에 딸기를 선택하여야 한다(이정전, 2005, p.69). 만

약 이행성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행위자의 선호는 끝없는 순환구조를 갖

게 되어 명확하게 선호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비합리적인 선호구조를 띄게 된

다(정훈, 2013, pp.364-365).

(2) 합리적 행위자의 가치극대화

합리적 행위자는 일정한 목표를 전제로 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도구적 

합리성을 활용한다. 우선 도구적 합리성은 같은 비용이라면 이익이 큰 수단을 선택한

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우유를 먹고 싶어 하는 행위자 A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A는 흰 우유보다는 초코우유를 좋아하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흰 우유가 초코

우유의 가격이 같다. 이러한 조건에서 A는 초코우유를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호의 크기가 흰 우유보다 초코우유가 더 크고 다른 조건들이 동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도구적 합리성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비용의 

크기에 둔다. 전의 예를 이어서 생각해보자. 상황이 바뀌어 A가 초코우유를 사러 갔

던 마켓에서 초코우유를 팔지 않았다. 그래서 A는 초코우유를 파는 다른 마켓을 수소

문해본 결과 초코우유를 파는 마켓은 현재 위치에서 30분을 걸어가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자신의 본래 선호를 포기하고 흰 우유를 선택할 것인지 30분을 걷더라

도 초코우유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A에게 30분이 소요되는 비용

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흰 우유를 선택하는 것과 초코 우유를 선

택하는 것 사이의 커다란 선호의 차이가 없다면 비용의 문제가 A의 선택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합리적 행위자는 이익의 극대화와 효과적인 수단을 모

두 고려해야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리적 행위자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한다. 기회비

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수단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수단을 뜻한

다. 이러한 기회비용의 개념은 합리적 행위자가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는 경우 가능한 

대안적인 목표를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 행위자가 초

코우유 대신 흰 우유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흰 우유를 선택하는 기회비용보다 초코우

유를 사는데 필요한 기회비용이 더 적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회비용의 개념은 합리

적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익 극대화에 기준점으로 작용하

게 된다(박효종, 1994, p.52).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합리적 행위자의 선택은 행위 선택의 단순성에서 탁월한 장

점을 갖는다. 현재 우리 사회는 도구적 합리성이 우세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

제해결의 방법을 도구적 합리성에 의지하여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도구적 합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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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합리적 행위자의 선택은 가치중립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치의 문제

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정서적 부담을 가지지 않고 오직 본능적인 동기에 충

실함으로서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소병철, 2008, p.32).  

(3) 게임 이론

합리적 행위자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익만

을 추구할 수 없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와 달리 타인과 관련된 선택은 자신의 이익뿐

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게임이론은 이와 같이 합리적 행위

자가 다른 합리적 행위자와 만나면서 형성되는 선택의 상황에 대하여 다룬다. 

게임이론은 크게 상황에 따라 협조적 게임과 비협조적 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 협조

적 게임이란 행위자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

다. 반면에 비협조적인 게임은 각자가 합의를 통하지 않고서 행위를 선택할 수 있으

며 각자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상황을 의미 한다(김완진, 2005, 

p.28). 박효종(1994)은 의사소통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게임의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

의 이익의 합치 혹은 상치의 여부가 게임의 상황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고 말하며 협조적 게임의 명칭을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이라고 보는 것이 옳

다고 이야기 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남북 간의 관계가 대화보다는 서로의 이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기에 박효종(1994)의 주장에 근거하여 조정게임 상황과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

로 게임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① 조정게임 상황

조정게임 상황은 두 개의 대안 중 같은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두 명의 행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조건에서 행위자 A, B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

화하기 위해 행동을 통일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행위자가 각자 자신의 

선호의 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타인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달려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게임의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A와 B

가 의사소통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정게임의 상황은 조정문제 또한 야기

한다(박효종, 2001, pp.26-27).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남북이 수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은 서울 혹은 평양을 수도로 선택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수도를 서울로 결정할 시 남북은 +3 만큼의 이득을 갖고, 평양을 모두 

선택할 시 +2 만큼의 이익을 갖는다. 하지만 서로의 수도 선택이 달라질시 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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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울 평양

남한

서울
3

3

-5

-5

평양
-5

-5

2

2

북한

만남 상봉하지 못함

남한

만남
100

100

0

0

상봉하지 못함
0

0

1

1

시간상 등의 문제로 인해 –5 만큼의 손해를 갖는다.

[표 Ⅱ-2] 남북의 수도 조정 상황

남북의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모두 서울을 선택하는 것이다. 남북의 행동 선택이 달라

지는 것은 서로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은 다른 선택을 피하는 것이 

옳다. 이 상황에서 행위자 간의 이익의 상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남한과 

북한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의사

소통을 하지 않는 다면 남한은 서울을 북한을 평양을 선택하여 최악의 선택을 할 여지

가 생겨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공동체는 다른 성격의 조정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남북관계를 뒤돌

아 볼 때 남북한은 이익의 관계가 상충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좋지 않은 선택을 하

곤 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 

[표 Ⅱ-3] 남북의 이산가족 조정 상황

예를 들어 이산가족상봉의 문제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산가족의 상봉은 남북모두

에게 100의 이익을 제공한다. 다른 선택은 이익의 여지가 (만남, 만남)에 비하여 크지 

않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에 상관없이 (만남, 만남)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선택과 상관없이 상봉하지 못함을 선택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만남,만남)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며 이

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꼭 (만남, 만남)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른 선택지들이 조정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떠올

랐던지 혹은 (만남, 만남)의 선택이 과거에는 효용이 매우 적었던 상황이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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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A

자백 침묵

행위자 B

자백
-5

-5

-10

0

침묵
0

-10

1

1

있다(박효종, 2001, p.29).

② 죄수의 딜레마 상황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조정 상황과 다르게 행위자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행위자 A와 B가 의사소통이 금지되어 있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없다. 

아래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검사는 행위자 A와 B가 중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

지만 증거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행위자 A와 행위자 B에게 검사는 각자에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둘 다 자백한다면 징역 5년을 받는다. 하지만 행위

자 모두 침묵한다면 모두 1년의 징역을 받는다. 그러나 상대가 자백하고 자신이 침묵

할 경우 자신은 10년 징역, 상대는 석방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자신이 석방되고 상대

는 10년 징역이 확정된다.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다음과 같이 [표 Ⅱ-4]로 표

현된다.

[표 Ⅱ-4] 죄수의 딜레마 상황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서 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자백을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인 선택하는 행동에 상관없이 자백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을 얻는 것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이 이익을 가지려

는 행동이 전체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행위자 모두 침묵을 선택하였다면 행위

자 모두 1년형만 선고받는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합리적 이익을 위

해 선택한 침묵의 선택이 상대방의 자백 선택으로 인해 10년 징역이라는 최악의 상황

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처럼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적으로 

상호간에 완벽하지 않은 대안이 되어버릴 수 있는 점에서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 

남북관계도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많이 존재하였다. 남북한은 통일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많은 합의에 도달했으나 합의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7·4 남

북 공동성명, 남북합의서 등은 남북이 합의를 하였지만 북한 측에서는 합의의 내용을 

무시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남한은 북한 측의 행동으로 인해 피

해를 받고 말았으며 결국 합의를 실천으로 이끌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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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북한 측이 합의의 내용을 실천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한에서도 비협력의 대안을 선택하고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박효종, 2001, p.32).

3) 자유주의 교육과 인지적 사고능력

(1) 자유주의 교육

자유주의는 한 개인을 선천적인 본능이나 사회의 관습과 사회 구조에 의해 이끌리는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는다. 자유주의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자

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정호범, 2014, pp.40-42). 

하지만 이러한 개인은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면서 몇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

다. 

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태도

를 취하며 개인에게 스스로 삶을 개척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해본 경험이 부족하였고 삶을 스스

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자신의 

자율성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여 쾌락에 빠지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말았

다.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을 돕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율

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지적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개인이 삶의 계획을 선

택할 때 도덕적인 책임을 갖는 교육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이지헌·김선구, 1997, 

pp.103-104).

이러한 자유주의의 교육 이론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분석철학으로 대표되는 피터스와 허스트의 분석철학적 자유교육이다. 분

석철학적 자유교육은 학문 그 자체에 개념 속에 있는 내재적인 가치와 목적을 교육함

으로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분석철학적 자유교육은 다른 

교육철학과 달리 교육이 사회의 이익과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

하였다. 분석철학적 자유교육은 자유주의의 입장에 근거하여 교육이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길러주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방법으로 분석철학적 자

유교육은 학습자에게 교육개념 속에 포함된 내재적인 목적과 지식의 형식을 제시한

다. 분석철학적 자유교육은 지식의 형식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지적안목을 형성시

켜주고 합리적인 정신을 계발하여 개인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J.Watt, 1997, pp.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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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급진교육사상가들이 이야기 하는 자유교육이다. 급진교육사상가들은 사회의 일

체의 제도가 개인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교육 시스템이 가

지고 있는 강제적인 교육과정, 교과서 등이 개인의 자율성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요

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급진교육사상가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탈학교의 모습을 띤 교육의 모습에서 개인의 자율

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의 교육사상은 분석철학의 

자유교육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두 사

상은 학교교육에 대한 믿음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교육 철학자들은 

학교교육의 시스템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급진교육철학자들은 

학교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교육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이지헌, 김선구, 1997, pp.183-184).

셋째, 가치명료화 이론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시민교육이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

교육에서는 개인들의 자기존중감을 성장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확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우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김주성, 1997, p.125). 이러한 생각

에 기초하여 가치명료화 이론은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

다. 가치명료화 이론은 선택-존중-행동의 과정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선택하

고 소중히 여기며 행동하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가치명료화 이론은 자유주의

의 근본 가치인 자기존중, 타인존중, 상호존중의 덕목을 지도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해나갈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삶을 지도하고자 하였다(정호범, 2014, p.43).

넷째, 피아제와 콜버그를 대표로 하는 인지발달론에 기초한 자유주의 교육이 있다. 

인지발달론에 기초한 자유주의 교육은 자율성에 기초하여 개인을 스스로 사고의 체계

와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다. 피아제와 콜버그는  

개인의 발달을 타율성에서 자율성에서의 발전이라고 바라보았고 교육은 이러한 인간

의 발달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

여 그들은 교육의 본질을 자율성에 두고 인간의 자율성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었

다(추병완, 1999, pp.133-135).

(2) 자유주의 도덕 교육

① 가치명료화 이론

가치명료화 이론은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를 주입하는 덕목주입식 교육에 대한 대안

으로 나오게 되었다. 덕목전달식 교육은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를 지도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사회화를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과거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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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관이 혼재하였고 이에 따라 하나의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에 비해서 우월하지 

않고 각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덕목전달식 교육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

고 덕목전달식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선택하는데 혼란을 겪

으며 가치관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가치명료화 이론은 사회의 가치를 학습자들에게 전

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가치명료화 이론은 기본적으로 가치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를 전달하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가치를 형

성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서 가치 선

택의 혼란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정호범, 2014, p.56).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가치명료화 이론은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파악하여 자신에

게 필요한 가치를 스스로 파악하는 과정에 중심을 두었다. 가치명료화 이론에서는 이

러한 과정을 ‘가치화 과정’라고 명명하고 이를 [표 Ⅱ-5]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표 Ⅱ-5] 가치명료화 과정

선택하기

① 자유로이

② 여러 대안들로 부터

③ 각 대안의 결과를 심사숙고한 후에

존중하기
④ 선택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해 하고

⑤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한 것을 기꺼이 공언하고

행동하기
⑥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하고

⑦ 반복 행동에 의해 자신의 생활양식으로 굳힌다

출처: Raths et al(1966), Values and teaching,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가치 명료화 이론과 교수 전략』, (서울: 철학과 현실사).

<선택하기>에서는 학생들이 가치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선택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강제적인 압력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가치를 선택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여러 대안을 심사숙고 하고 선택하며 충동적이고 경솔하지 않은 선택이 되도

록 노력하게 된다. 

<존중하기>에서는 학생들은 선택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확인,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공고히 하게 된다(정호범, 2015, p.57). <존중하기> 단계

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소중히 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가치를 통해 행복함을 누

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공언하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과정을 거쳐 가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려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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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기>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소중하게 여긴 가치가 나

타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반복행동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행동양식

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치명료화 방법은 학생들

이 단순한 가치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통해 생활자체가 영향

을 받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치명료화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원칙들이 있다. 첫째, 가치명료화 과

정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루어야한다. 가치명료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치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적인 문

제를 제시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해야한다. 학습자는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용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비판의 수용은 타인의 진실한 입장을 

들어봄으로서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과정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가

치명료화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도록 이끌어야 한

다. 학습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여 선택을 여러 대안으로부터 고민해보아야 하

고,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행동으로 이끌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L. Rath 외, 

정선심·조성민 역, 1999, pp.74-77).

② 인지발달 도덕교육

가. 피아제의 도덕교육론

피아제는 도덕성을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뒤르켐의 주장

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도덕성을 맹목적인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파악

하는 것을 경계하고 도덕발달을 인지발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피아제는 

아동의 도덕성이 인간의 인지발달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발달한다

고 생각하였다(추병완, 1999, p.131-132).

피아제는 기본적으로 인지발달 단계에 관심을 가진 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아동들의 추론의 형식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인지의 발달이 감각운동

기 - 전조작기 - 구체적 조작기 - 형식적 조작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피아제는 이러한 자신의 인지발달이론을 도덕성의 개념에 접목시켜 도덕성의 발달이 

아동의 지적능력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피아제는 아동들의 구슬치기 놀이 관찰과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제시하

고 도덕적 판단을 말하게 하는 질문 면담법을 통해 아동의 도덕 발달은 [표Ⅱ-6]과 

같이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전해 나아간다고 주장하였다(박병기·추

병완, 2007,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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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특징

도덕 이전 단계

- 도덕성 발달 이전의 단계

- 규칙을 이해하지 못함.

- 규칙위반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

- 6~10세 사이에 발달

- 규칙에 대한 일방적 존중, 규칙은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도덕 실재론)

- 동기보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객관적 책임)

- 규칙 위반 시 어른, 보호자, 신 등에게 벌을 받음

  (내재적 정의관념)

- 규칙 위반 시 속죄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 공정에 대한 개념이 없음. 권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공정

이라 여김

- 권위의 명령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단계로 발전

자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

- 10~11세 사이에 발달

- 규칙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 결과보다는 동기를 고려하여 도덕 판단(주관적 책임)

- 처벌에 대해 객관적 관점을 지님

- 규칙 위반 시 상호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 평등을 가장 우선시 하다가 개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단계

로 발전

[표 Ⅱ-6] 피아제의 도덕 발달단계

출처: 서강식(2007).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교육이론』, (서울: 인간사랑).

나. 콜버그의 도덕교육론

  콜버그는 도덕성을 철학적 사변에 의하여 파악하거나, 심리학적 경험주의적인 전통

으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고 경험적 측면과 도덕 철학의 측면을 결합하여 도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정창우, 2004, p.35). 콜버그는 기본적으로 정의(Justice)의 가치를 

도덕의 최우선 가치로 바라보고, 경험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개인의 도덕발달단계가 

순차적이고 계열적으로 발전해나가며 정의의 가치를 달성해나가는지 입증하고자 하였

다.



- 33 -

               전·후기 명칭

수준/단계
전기의 단계 명칭(1967) 후기의 단계 명칭(1981)

전인습수준

제1단계 벌과 복종의 단계 벌과 복종의 단계

제2단계 순진한 이기주의 단계
개인의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인습수준

제3단계 착한 소년·소녀 단계
개인 상호간의 기대, 관계, 

동조의 관계

제4단계
권위와 사회질서 유지의 

단계

사회체제 및 양심 유지의 

단계

후인습수준

제5단계 계약적 법률존중의 단계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또는 

유용성의 단계

제6단계 양심 또는 원리의 단계 보편적 도덕원리의 단계

콜버그는 인지주의에 기초하여 도덕 판단이 정서적인 진술로 바꾸어 설명할 수 없다

고 생각하였다. 콜버그는 판단의 옳고 그름은 도덕추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도덕 판

단의 감정과 결과가 행동의 옳고 그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콜버그는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도덕 판단의 내용보다는 도덕 판단의 형식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콜버그는 ‘무엇을 사고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고하느냐’가 더 중요하

기 때문에 도덕 판단의 형식을 파악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콜버그는 개인의 

도덕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도덕추론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정창우, 

2004, p.38).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콜버그는 도덕성의 발달이 3수준 6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발

달함을 밝혀내었다. 콜버그는 발달의 단계가 순차적이고 계열성을 이루고 있으며 선

행단계를 거쳐 후속단계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아제처럼 높은 수준의 도덕적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추병완, 2007, pp.101-102). 이러한 생각의 기초하여 콜버그는 도덕성의 단계를 [표 

Ⅱ-7]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Ⅱ-7] 콜버그의 도덕 판단 3수준 6단계

출처:  남궁달화(2008),  『현대도덕 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1단계인 ‘벌과 복종의 단계’는 벌을 피하고 규칙과 권위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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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리적인 결과에 따라 행동을 판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단계인 ‘개인의 도

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는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구체적인 교

환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사

람들은 구체적인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하여 자신 이익·관점과 타인의 이익·관점을 구

별하고 이에 따라 갈등하는 개인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다. 3단계인 ‘개인 

상호간의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신뢰를 얻고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타인의 입

장에 서 상황을 파악하는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단계인 ‘사회 체제와 양심의 보

존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사회에서 자신이 의무를 다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제도

를 살리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제도에 따라 행동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겨날지에 대

해 깊이 생각해보는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5단계인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또

는 유용성의 단계의 단계’로서 기본권, 기본 가치, 사회의 합법적 계약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법과 의무를 전체의 유용성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키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사회보다 우선하는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6단계는 ‘보편적 도덕원리의 단계’

로서 이 단계의 옳음은 모든 인간이 따르는 보편적인 윤리이다. 이 단계의 사람은 인

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기본적 도덕 전제를 인식하는 합리적인 개인의 사회적 관점

을 취하고 있다(남궁달화, 2008, p. 168).

콜버그는 도덕 발달단계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도덕적 딜

레마 토론을 도입하였다. 도덕적 딜레마토론은 가상적인 딜레마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여 도덕적 추론의 비평형적인 요소를 유발하

였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서로 다른 발달단계를 가진 학생들로 구성하

여 개방적이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정창우, 2004, 

pp.48-50).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 상위의 도덕 추론 단계로의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

고, 서로 다른 추론 단계의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도덕추론이 발달시킬 수 있었다

(심성보, 2014, 130-131). 하지만 콜버그의 도덕교육은 도덕발달에 초점을 둔 나머지 

도덕교육의 내용과 정서적 측면에 소홀하였고 도덕 판단의 발달이 도덕행동으로 연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등한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남궁달화, 2008, 

p.217).

콜버그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후기교육에서는 정의공동체 접근으로 도덕교육

을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콜버그는 교육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임을 인정하고 

도덕교육이 개인의 도덕 추론을 발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성을 길러주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대혁 외, 2014, p.120). 그래서 콜버그는 정의

공동체 접근을 통해 정의의 측면에서 도덕성의 발달을, 공동체의 측면에서는 도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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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은 도덕적 발달을 도

모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참여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

다. 또한 학생들은 정의공동체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원리와 도덕적 문제에 관한 추

론 능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정창우, 2004, 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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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단과 통일의 비용과 편익

1) 통일편익의 요소

통일편익은 비용·편익분석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비용·편익분석은 기업 혹은 사회

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여러 대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대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현재 상황의 편익과 비용을 미래의 편

익과 비용과 비교하면서 목표로 한 상황이 타당성을 갖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목표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필요한 비용보다 큰지 비교

하며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분단과 통일의 상황을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여 본다면 다음 [표 Ⅱ-8]와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표 Ⅱ-8] 비용편익과 분단과 통일의 관계

                      상황

비용편익
분단 통일

비용 분단비용 통일비용

편익 분단편익 통일편익

조동호(2011)는 [그림Ⅱ-2]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통일편익, 통일비용, 분단비용의 관

계를 설명하였다. 곡선 B는 통일비용이 전혀 없고 통일편익만 있다고 가정한 남한지

역 경제의 생산수준 경로이다. 통일을 통해 남한은 경제통합의 편익, 북한지역의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편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곡선 B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곡선 C는 통일편익이 전혀 없고 

통일비용만 있다는 가정 하에 예상한 남한지역 경제의 생산수준 경로이다. 통일비용

은 초기 북한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모되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

한경제의 성장으로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곡선 C는 통일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곡선 C는 시점 K에서 소멸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통일비용이 시점 K에서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곡선 E는 통일이 되

지 않았음을 가정한 남한지역 경제의 생산수준 경로로서 통일편익과 통일편익을 계산

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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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통일편익, 분단비용, 통일비용, 분단편익의 관계

출처: 조동호(2011),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서울: 통일교육원).

  

통일편익과 통일비용 모두 기회비용에 근거한 개념이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인 곡선 E와 비교해 보아야한다. 우선 곡선 E와 곡선 C 사이의 전체면적

은 총통일비용이 되고 곡선 B와 곡선 E 사이의 전체면적은 총통일편익이 된다. 하지

만 통일과 편익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남한지역이 실제로 생산하는 경제수준은 

편익을 더하고 비용을 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곡선 NB는 통일로 인해 영

향을 받는 남한지역 경제의 생산수준 경로가 된다. 곡선 NB는 처음에는 곡선 E보다 

생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i점을 기점으로 곡선 E보다 높은 생산수치

를 보인다. 이는 처음에는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는 크지만 시간이 흐르며 통일편

익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일편익이 점차적으로 늘면서 총 통일편익인 곡선 B

와 만나 통일편익이 무한으로 커지게 됨을 보여준다. 

분단비용과 분단편익의 경우도 위의 그림을 이용해 파악이 가능하다. 그림에서 통일

시점을 과거에 통일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바꾸어 보면 남한지역 경제의 생산수준 경

로는 곡선 NB를 따라 진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남한 경제의 생산수준 경로는 곡선 E를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그

림에서 i점을 기점으로 i점 시점 이전에는 잠시 동안 곡선 E와 곡선 NB 차이가 분단

편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i점 이후 곡선 NB는 곡선 B와 만나며 곡선 E보

다 더 높은 경제생산수준을 보인다. 이 때 곡선 NB와 곡선 B의 차이를 분단비용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분단비용과 통일편익, 분단편익과 통일비용은 같은 개념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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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단과 통일의 비용

(1) 분단비용

분단은 남북한에게 전쟁의 공포, 이산가족의 슬픔, 국제사회에서의 소모적인 외교적

인 분쟁, 경제적인 불편함 등 다양한 문제를 주고 있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남북한

은 이러한 부담을 떠안고 지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남북이 분단으로 인해 지속적으

로 부담을 총칭하여 ‘분단비용’이라고 한다(통일부, 2017, p.177). 다시 말해 분단비

용은 “분단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통일이 되었더라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편익”(조동호, 2011, p.71)으로도 서술

이 가능하다. 

분단비용은 유형적인 비용과 무형적인 비용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유형적

인 비용은 주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분단으로 인해 생기는 방위비, 외교경쟁 비용, 체

제유지비, 행정비용 등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비용이다. 무형

적인 비용은 전쟁의 위험성, 이산가족의 문제, 이념 대립, 국토이용 제한 등 금전적으

로 추산하기 어려운 비용을 말한다. 이는 사회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라고도 할 수 있다(통일부, 2017, p.178).

현재 분단비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분단비용에 대한 추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홍성국(1996)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와 남북한의 적정 군사비의 비

교를 통해 분단비용의 규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는 150개국의 인구규모, 국민소

득, 영토의 넓이를 이용하여 적정군사비의 함수를 만들고 남북한의 적정 군사비를 계

산하여 1993년 한반도의 적정 군사비를 약 79억 9,000만 달러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약 168억 8,000만 달러) - 한반도의 적정 군사비(약 79

억 9,000만 달러)를 제외하여 남북한이 약 89억 9,000만 달러를 분단비용으로 지출하

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조동호(1997)는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병력규모도 분단비용

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측정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1995년에 부담하고 있는 약 16조 

3,800억 원이였고 1970년부터 1995년까지 부담하고 있는 누적 분단비용은 약 175조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단비용이 군사적 비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연구

들이 약 20여 년 전의 연구들이기 때문에 실제 분단비용의 크기는 더 크다고 짐작할 

수 있다.

(2) 통일비용

통일비용은 통일이 되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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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지역 북한지역

경제적 

비용

① 북한지역 지원에 따른 비용

• 경기침체

• 실업증가

• 재정적자 심화

• 인플레이션 발생

• 국제수지 악화

② 외부비경제

• 이질적 체제와의 통합으로 인한 경

제적 효율 하락

③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

• 주거 교통 교육 부문 등에서의 혼잡비용

① 경제통합 및 체제전환에 따른

비용

• 생산 및 소득 감소

• 실업증가

• 인플레이션 발생

• 정책의 과도기적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

②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

• 청년 숙련노동력 부족

• 군수산업 비중 축소

비경제적 

비용

① 사회적 혼란

• 범죄, 투기 증가 등 기존 질서의 이

완

② 남북지역 주민간 갈등

• 지역감정 및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① 국가소멸에 따른 비용

• 자신감·자존심의 훼손

• 각종 제도 및 조직의 변경에 따른 비용

② 사회적 혼란

• 기존 가치관의 손상

• 기존 질서의 해체

• 체제부적응 계층의 발생

• 소득격차, 물질만능주의 등 자본주

의 폐해의 확산

③ 남북지역 주민간 갈등

• 2등국민 심리의 발생

개념이다. 초창기에 통일 비용은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동독의 주민이 서독의 주민과 

비슷한 국민소득에 접근하기 위해서 서독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정의 되었

다(신동천 외, 1998, pp.54~55). 이후 통일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통

일비용은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조동호, 2011, p.32)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통일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

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되는 비용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통

일비용의 논의는 통일편익, 통일순비용, 분단비용, 평화비용 등으로 논의를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광의의 통일비용 개념은 통일비용을 경제적 접근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가치로도 볼 수 있게 하여 통일비용의 담론을 더욱 확장시켜 주었

다(조현주, 2012, p.5).

조동호(2011)는 이러한 통일비용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 Ⅱ-9]와 같이 통일비용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표 Ⅱ-9] 통일비용의 분류

출처:  조동호(2011),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부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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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주체

정부 민간

지출목적

투자지출
정부투자 (A)

• 사회간접자본 조성 등

민간투자 (C)

• 생산시설 투자 등

경상지출

정부경상지출 (B)

• 사회보장지출 및 각종 제도 

통합 비용 등

민간경상지출 (D)

•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민간

의 지원 등

하지만 이러한 통일비용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은 통일비용을 정확하게 계

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 통일비용의 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연구자나 연구기관들마다 연

구의 목적에 따라 통일의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우선 통일편익의 지원액 규

모는 지출주체와 목적에 따라 통일비용이 [표 Ⅱ-10]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

다. 통일비용은 넓은 개념으로 이들 모두의 총 비용(A+B+C+D)로 나타낼 수도 있고, 

정부의 지출(A+B), 혹은 투자지출(A+C)로 정의하기도 한다(김구륜 외, 2011, p.18). 

예를 들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수준이 유사해지는 시기를 분석하는 연구는 정부와 

민간의 모든 비용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서 통일비용을 정의하고 있지

만, 남한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통일비용을 분석하는 연구는 국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만의 지출로 통일비용을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조동호, 

2011, p.41).

[표 Ⅱ-10] 통일비용 지출 주체 및 목적에 따른 분류

출처: 김구륜 외 (2011), 『통일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

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둘째, 통일 비용은 가정의 설정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통일에 필요한 사

회적 자본, 항목비용 등을 추정하는 것은 많은 추측과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 시점을 2020년으로 할 것인지 2030년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통일비용

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발전 여부, 남한의 경제적 현황 등은 통일을 

예측하는 시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

럼 통일비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할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학자마다 가정한 상황들

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가 볼 수 있다(조동호, 2011,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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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단과 통일의 편익

(1) 분단편익

분단편익은 ‘통일이 되지 않아 남한과 북한 지역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편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분단편익의 용어는 현재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감에 따라 일상적인 담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분단편익은 통일비용과 내용은 분석적으로 다르지만 세부 항목은 같다고 할 수 있

다.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통일비용은 차원에서 통일이 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해 생기는 비용이다. 분단비용을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비하여 분

단으로 얻게 될 이익으로 정의하였을 때 그 내용요소는 통일비용의 내용요소와 동일

하다.

박성춘(출판중)은 분단과 통일, 갈등과 평화와의 관계를 [표 Ⅱ-11]와 같이 제시하며 

분단으로 인한 소극적 평화의 개념을 통해 분단편익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표 Ⅱ-11] 분단과 통일, 갈등과 평화의 관계

분단 통일

갈등
분단으로 인한 갈등

현재의 상태 (군사대결 및 긴장)

통일로 야기되는 갈등 존재 가능

(사회통합의 문제)

평화
분단 상황에서의 소극적 평화

(남북한 관계의 고착화)

통일 한국에서의 적극적 평화

(한반도에서 남북한 공존공영)

출처: 박성춘(출판중).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현재 분단은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분단 상황에서의 소극적 평화를 발생시키고 있

다. 분단 평화는 통일로 인해 생겨나는 평화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띄지만 그 나름대

로 평화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사람들은 분단구조를 일상처럼 느끼고 있으며 나름대

로 분단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며 사람들은 현

재의 삶의 조건에 일부 만족하며 지내고 있으며 기존의 삶의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이우영, 2002, p.77).

이러한 생각은 현재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2017 남북통합

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분단편익에 대해 만족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

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질문에 46.0%가 동의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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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적 분단 유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통일의 필요성

불필요 필요

분단

유지

반대
통일무관심 집단

4.4%(2016년) ⇨2.4%(2017년)

단일체제 선호집단

32.9%(2016년) ⇨29.3%(2017년)

찬성
분단체제 선호집단

26.6(2016년) ⇨34.6(2017년)

분단체제 가능집단

11.4%(2016년) ⇨16.5%(2017년)

출처: 박주화(2017), “평화적 분단과 통일: 2017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 통일연구원.

[표 Ⅱ-12]에서처럼 통일을 불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분단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2016

년 조사결과인 26.6%에 비해 8%가 증가한 34.6%로 나타났고, 통일의 필요성에 동감

하지만 분단유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2016년 11.4%에서 5.1% 상승한 16.5%로 나

타났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인구통계학 변수들 수준에서 분단체제를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단체제를 긍정하는 상황이 시대적인 특수한 상황이라

기보다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박주화, 2017, p.2). 

(2) 통일편익

통일편익은 ‘통일을 이룸으로써 통일된 남한 및 북한 지역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혹

은 비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구륜, 2011, p.27). 이러한 

통일편익은 협의의 통일편익과 광의의 통일편익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협의의 

통일편익은 ‘통일로 인해 남한 혹은 북한이 얻는 이익’으로서 남한지역의 편익 혹은 

북한지역의 편익만을 떼어서 따로 편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협의의 통일편익은 통

일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협의의 통일편익은 사회문화적 통합, 동북아 평화와 

같은 무형적편익을 남북한의 편익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광의의 통일편익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통일로 얻게 될 이

익”(조동호, 2011, p.65)으로 정의된다. 이는 기회비용에 근거한 통일편익으로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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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통일이 된 경우를 비교하여 이익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광의

의 통일편익은 통일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계산하는 방식보다 더욱 크게 편익을 파악

할 수 있어 ‘남북단일팀을 같이 구성하여 획득한 금메달’과 같이 금액으로 파악할 수 

없는 편익까지 파악할 수 있다(조동호, 2011, p.65). 

또한 통일편익은 크게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통일은 경제적으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결비용을 해소시켜준다. 분단은 

불필요한 국방비, 외교비, 체제 유지비 등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통일은 분단으로 인

해 발생하였던 국방비와 외교비용, 행정비용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분단비용을 해소시켜 준다. 또한 통일은 통일비용 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 남북 

경제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물류비용의 감소, 북한지역의 관광, 지하자원의 개

발로 인한 효과 등을 발생시켜 경제통합의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김구륜 외, 

2011, p.27).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한 국회예산정책 보고서(2014)에 따르면 통일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편익을 이끌어 있다고 밝혀졌다. 첫째로, 통일은 GDP 지수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통일한국의 GDP규모는 2013년 1,135조원(세계 12위)에 비해 

2060년에 4,420조원(세계 10위)으로 상승하고 1인당 GDP 또한 2013년 39.448달러

(세계 19위)에서 78,531달러(세계 7위)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로, 통일은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지역 개발에 

따라 남한지역에 파급되는 생산 유발효과는 3,650조원으로 연평균 81조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통일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683조원, 취업유

발효과는 2,953만여 명으로 파악되어 통일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게도 엄청난 경

제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일편익(1경 9,11조원)은 통일비용

(4,657조원)보다 3.1배 큰 1경 4,451조원으로 나타났다. 통일 초기에는 통일비용이 

통일편익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통일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 인해 통일편익 통일비용보다 커지고 2060년에는 통일편익이 통일비용에 비해 

3배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은 한국의 완전한 자주권을 보장하고 통일독립국가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통일을 통해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활동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정치·

외교적으로 베세토(BESETO) 벨트의 중심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이산가족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

들과, 정치적으로 억압 받고 통제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제공하여 남북 주민에게 인

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통일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갈등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통일은 남북갈등 및 남남갈등의 소멸과, 사회통합, 남북의 이질적 문화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다(통일부, 2017, pp.184-186).

이러한 통일편익을 종합하여 조동호(2011)는 통일편익을 [표 Ⅱ-12]와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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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한지역의 경제적 통일편익 Ⅱ.북한지역의 경제적 통일편익

남북대결

비용의 해소

① 방위비

•국방비지출의 감소

•국방인력의 축소

② 외교비

•공관의 중복 유지비용 축소

•외교적 경쟁비용의 소멸

③ 이념 및 체제유지비

•이념교육·홍보비용의 소멸

•대북 관련기관 유지비용의 소멸

④ 행정부문의 고정비용 절감

① 방위비

•남한지역 경우와 동일

•군사용 비축미의 민간이용

② 외교비

•남한지역 경우와 동일

③ 이념 및 체제유지비

•남한지역 경우와 동일

•대남 관련기관 유지비용의 소멸

④ 행정부문의 고정비용 절감

⑤ 왜곡된 산업구조 조정

•군수산업 비중 축소

경제통합의 

편익

⑤ 규모의 경제

•시장의 확대

⑥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국토이용·환경보전의 효율성 증대

•중국·러시아 등과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⑥ 경제체제전환

•사유제에 의한 근로·투자유인 

증대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해외 투자유치 증대 및 국제신

용도 향상

⑦ 규모의 경제

•남한지역 경우와 동일

⑧ 남북한 지역 경제의 유기적 결합

•남한지역 경우와 동일

•기술혁신, 생산성 제고

Ⅲ. 비경제적 통일편익

① 인도적 편익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북한지역 주민의 인권·자

유 신장

② 정치적 편익

•국제적 위상 제고

•전쟁위험 해소

③ 문화적 편익

•학술·문화 발전

•관광·여가·문화 서비스 기

회 향상

[표 Ⅱ-13] 통일편익의 분류

출처: 조동호(2011),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서울: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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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의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일편익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미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다수의 연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편익 교

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

여, 통일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통일교육지침서, 도덕과 교육과

정,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인 도덕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 개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사용하여 통일편익의 내용을 시계열적, 체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을 정리한 바는 아래와 같다.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통일교육지침서는 정부에서 초·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교재로서 사용되고 있다(오기성, 2014, p.87). 통일교육지침서는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목표를 파악하고,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내

는 공식 기록물로서 연구 의미가 있다. 

도덕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통일교육 교재로서 학생의 학

습 내용과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교과서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

가의 메시지를 학생에게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슬기, 2006, p.85). 

도덕과 교육과정은 국가차원에서 통일교육의 국가적인 교육계획을 제시한다는 면에

서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할 학교 교육

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변화과정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교육부, 2015, p.3).

분석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표 Ⅲ-1]과 같다.



- 46 -

분석자료 구분 분석자료 비고

통일교육지침서

통일원(1993),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원(1995),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부(1998),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부(2000),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부(2001),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부(2002),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부(2003),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부(2004),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부(2005),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교육원(2006),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교육원(2007),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교육원(2008),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교육원(2009),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교육원(2010),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교육원(2011),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통일교육원(2012),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교육원(2013),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교육원(2014),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교육원(2016),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도덕 교과서

초등

6차 교과서 (도덕 3학년 ~ 6학년) 

국정교과서
7차 교과서 (도덕 3학년 ~ 6학년) 

2007 개정 (도덕 3학년 ~ 6학년) 

2009 개정 (도덕 3학년 ~ 6학년) 

중등

6차 교과서 (중학교 도덕1 ~ 윤리) 
국정교과서

7차 교과서 (중학교 도덕1 ~ 고등학교 도덕) 

2007 개정 교과서 

(중학교 도덕1 ~ 고등학교 도덕) 

검정 교과서

(6종 중 

1종)2009 개정 교과서 (도덕1 ~ 도덕2) 

도덕 교육과정

6차 도덕과 교육과정

7차 도덕과 교육과정

2007 도덕과 개정교육과정

2009 도덕과 개정교육과정

[표 Ⅲ-1] 분석 자료의 범위

분석대상은 통일교육이 6차 교육과정시기(1992)부터 현재까지(2017)의 통일교육지침

서, 도덕 교과서, 도덕과 교육과정으로 정하였다. 도덕과가 공식적인 교과 교육으로 

자리 잡은 3차부터 5차 도덕과 교육과정까지는 통일교육이 주로 반공, 승공, 안보교

육에 치중하여 통일편익 개념이 어떻게 통일교육에 구현되어 있는가라는 연구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분석의 효용이 떨어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교육지침서의 근간인 통일부(1993)의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발행된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2016)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도덕 교과서와 도덕과 교육과정은 제6차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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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정하였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경우 5차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정교과서 1종으로 발행

되었지만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전환되어, 6종의 도덕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강구섭 외(2014)는 6종의 검정교과서의 통일교육 내용이 모두 

통일교육지침 내용체계에 따라 집필되어 내용적인 면과 양적인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6종의 도덕 교과서가 차이가 없다는 전제

하에 통일 관련 주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덕 교과서 1종(박찬구 외 저, 천재교육)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

덕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고 그 내용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중학교 과정으로 흡

수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 분석 범위를 중학

교1, 중학교2 도덕 교과서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는 내용 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내용분석방법은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시된 의사전달의 기록물에 대한 내용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록

물의 기록물을 통해 분석 내용의 시간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김구, 

2004, pp.413-415). 그리고 내용분석은 텍스트에 표현된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이나 

내용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내용까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

는 메시지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날 

수 없는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김석우,최태진, 2007, p.389).

내용분석은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양적 내용 분석은 “연

구 자료를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어떤 범주에 할당하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러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최성호 외, 2016 ; 재인용, p.132), 질

적 내용분석은 “단순히 유사한 의미끼리 묶어 범주를 만들거나 단어의 수를 세는 계

량적 방법이 아니라 내용의 코딩을 통해 범주의 외연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 모두를 

파악하는 방법이다.”(최성호 외, 2016, p.132).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에 나타난 통

일편익에 대한 내용의 수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편익 교육에 사용된 

단어, 문장을 범주화 하여 통일편익 교육의 의미를 드러내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내용분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lo and Kyngas는(2008) 질적 내용분석을 연역적방식과 귀납적 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연역적 방식은 기존 이론이나 모델에서 시작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

로 구조화된 매트릭스를 통해 범주에 따라 자료를 코딩하여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

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귀납적 방식은 구체적인 자료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것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Elo and Kyngas, 2008,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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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통일편익 교육의 일반적인 범주로부터 텍스트에서 어때한 

통일편익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한기 위하여 연역적 방식의 내용 분석을 활

용하였다. 본 연구는  Elo and Kyngä(2008)의 연역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연역적 내용분석은 선행 연구에 바탕을 두어 범주화된 매트릭스를 만든 후 범

주에 맞게 자료를 코딩하는 방식이다. 범주화된 매트릭스는 귀납적 내용분석의 원칙

에 따라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수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매트릭스의 검증을 통

해 연구자는 자료의 범주, 개념, 모델 등을 검증할 수 있다(김영천·전상원, 2017, 

p.333). 

[그림 Ⅲ-1] Elo and Kyngä의 내용 분석 절차

출처: 김영천·정상원(2017), 『질적연구방법론 Ⅴ』,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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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육 목표로서 통일교육을 파악하기 위

해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통일교육지침서의 목표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

였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통일편익의 개념을 제시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통일교육 

목표에 담겨있는 맥락이나 텍스트에 숨겨진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통일교육지침서,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

며 교육현장에서 통일편익 개념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파악하였다. 우선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는 통일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이고 숨겨져 있는 통일편익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자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에 포함된 통일편익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 교과서의 통일편익 개념은 연역적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통일편익 개념을 제시한 조동호(2011)와 김구륜 외(2012)

의 연구를 통해 통일편익 매트릭스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재구성한 매트릭스를 통

해 내용분석을 실시하며 텍스트가 범주화 틀에 맞지 않을 경우 귀납적 내용분석의 원

칙에 따라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통일편익 매트릭스를 재구성하였다. 새로운 범

주와 코딩은 기술적 코딩(descriptive coding) 방식을 이용하여 자료 안에 포함된 단

어나 구를 이용하여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통일편익 매트릭스는 [표 Ⅲ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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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주 하위 범주 코딩

경제적 

통일편익

남북대결비용의 해소

국방비 감축 효과

경제지원 증대 효과

외교비용의 축소

이념 및 체제유지비 소멸

경제통합의 편익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시장의 확대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고용확대

정치적 편익

국제적 위상 제고

국제 리더십 강화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

국제사회 모범적 발전 모형

전쟁위험 해소
남북긴장 완화 효과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

사회적 편익

인도적 편익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국민 복지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편익

학술교류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

문화콘텐츠 개발 효과

엘리트체육 통합 효과

생활공간의 확대

여행 기회의 확대

거주지 선택의 확대

결혼 기회의 확대

민족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 회복

민족 동질성 회복

민족사 정상화

[표 Ⅲ-2] 통일편익 범주화 매트릭스

출처 : 조동호(2011), 김구륜 외(2012)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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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일교육에 나타난 통일편익 내용 분석

1. 통일교육 목표로서의 통일편익

1) 도덕과 교육과정 목표

(1) 6차 교육과정

6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로 목표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의 도덕교육의 

목표는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하는 사람을 기르는 데 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도덕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이를 실천하게 

하여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

게 한다.

나. 도덕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시킨다.

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활 태도로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덕 규범의 가치의 중요성을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통해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6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국가나 사회의 가치를 주입시키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통일문제를 자율적

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목표와 영역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통

일교육과 관련된 중학교 교육과정 목표이다.

한국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 규범과 예절을 파악하

게 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게 하며,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형성하게 한다. 

라. 국가, 민족, 문화를 사랑하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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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올바로 인식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통일 국가

의 실현 의지를 가지게 한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통해 통일문제를 인식할 것을 말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공동체 의식과 통일 국가의 실현의지를 통해 지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

에서 6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의 문제를 분단비용으로서 제시하였고,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공동체와 애국·애족에 기초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적 목표와 영역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 목표이다.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체계와 이념적 시각을 

길러 주고, 그 사상적 근거인 윤리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게 하며, 민족 공동체

의 번영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像)을 이

해하고, 통일 과업의 달성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를 기르게 한

다”

윤리교과에서는 통일을 편익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서술하

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통일을 통한 바람직한 한국인상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굳은 의지를 제시함으로서 통일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

다.

(2)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과거 교육과정의 목표가 인지적 능력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도덕교육의 목표를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도덕성 함양에 두었다. 다음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

표이다.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

덕 규범을 익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 의

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

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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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민족, 민족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자세를 지니고, 국토

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과제를 파악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하며, 통일 이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한국인 및 세계 시민으

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을 애국과 민족에 기초하여 당위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람직한 한국인과 세계시민의 측면에서 통일 후 한국인의 모습을 제시하며 

통일 한국 모습을 윤리적인 당위성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3)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표를 통해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표이다.

자신과 타인ㆍ사회, 국가ㆍ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

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실

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한다.

⑶ 자신과 국가ㆍ민족 공동체 그리고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영역별 목표로서 도입하였다. 과거의 도

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민족정체성의 회복, 애국·애족의 관점에서 통일을 당위적으로 바

라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당위적인 목표 제시와 함께 

‘국가의 발전’이라는 이익의 담론을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통일편익의 관점을 드러내었

다.

(4)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교과목표와 영역별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교과목표와 통

일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 54 -

“자신과 우리·타인 사회ㆍ국가ㆍ지구공동체 자연ㆍ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정서, 실천 의지 및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을 형성한다.”

“자신과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의 발전과 통일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

다.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덕성과 역할을 이해하

고,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가 도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나라 사랑 및 국가 존중, 국제평화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같이 통일교육을 

편익의 관점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교

육과정처럼 국가의 발전과 통일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기

를 것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과 사회 구조가 도덕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자신·사회·국가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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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지침서 목표

1993년 통일교육 기본 방향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크게 ‘민족의 평화통일’, ‘통일

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 ‘통일이후의 삶 준비’로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이란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

도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아울려 통일이후의 삶을 준

비하고 함께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

일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1993, p.4)

1993년 통일교육 기본 방향에서는 통일을 민족공동체에 기초하여 지향하며 통일을 

당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일을 편익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분단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분단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5년 통일교육 기본 방향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통일을 위한 공감대 형성’, 

‘미래 통일문제 인식 및 대응능력 신장’, ‘미래의 통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자주적·민주적·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인 이해 기반의 

확충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창출을 위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건전한 행위규범을 온 국민들이 갖도록 하며,

둘째, 통일조국의 형성과정과 장차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 제 분야에서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 능력을 

신장하고,

셋째, 세계속의 새로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세계발전을 위한 한민족

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통일원, 1995, pp.4-5).

1995년 목표에서는 미래의 통일 비전을 제시하며 통일을 통한 조국과 민족의 위상

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일이 조국의 발전과 민족의 위상 상승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제시하며 통일편익 개념을 미약하게나마 드러내었다.

1998년 목표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 의식’,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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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통일부, 1998, p.3).

1998년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서는 과거에 목표로 제시하였던 통일비용

의 문제와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않았다. 1998년 목표에서는 통일편익에 대

한 개념을 다루지 않고 민족공동체의 개념을 강조하며 통일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달

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2004년에 제시된 통일교육지침서의 목표는 단어사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

었지만 내용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2004년 통일교육지침서에 제시된 목

표이다.

가.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나.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안보관 정립

다. 남북한간의 평화와 협력 자세 및 통일 실현의지 함양 (통일부, 2004, pp.5-7)

2000~2004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편익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에 

기초하여 당위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5가지로 제시하며 더욱 구체적으

로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가.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나.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 이질성 극복

라.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마.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통일부, 2005, pp.4-6)

200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처음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통일을 당위적

인 요청으로만 나타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위목표인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분단비용의 폐해와 통

일편익을 통해 통일의식을 환기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분단 장기화에 따른 민족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

써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사명의식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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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교육한다. 남북 분단과 상호간 대립 경쟁이 민족의 역량과 자원을 낭

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시

켜야 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위축된 민족의 역량을 드높이고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양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통일

부, 2005, p.5)

  2006~2010년 통일교육지침서의 목표는 용어사용의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내용상

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010년 통일교육지침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2.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3. 통일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통일교육원, 

2006, pp.9-11)

2006~2010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부분에서 통일

편익을 다루었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편익의 내용을 분단비용을 극복한 모습

으로 다루었고 통일편익의 수혜대상을 민족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자원들이 남북

한 간의 소모적 경쟁에 소비되고 있다. 통일의 달성은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막

고 나아가 민족의 위상과 역량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다”(통일교육원, 

2010, p.10)

2011~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미래지향적 통일관

나. 건전한 안보관

다. 균형 있는 안보관(통일교육원, 2016, pp.6-7)

이 시기의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에서 통일편익을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과거의 통일교육지침서와 달리 통일편익을 양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가치적인 맥락에서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 58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하나의 새로운 민족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창조적 과정이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복

지가 보장된 미래지향적 통일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

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정치공동체로서의 통일한국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합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제시하여야 한다.”(통일교육원, 201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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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 내용으로서의 통일편익

1)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과 통일편익

(1) 6차 교육과정

[표 Ⅳ-1] 6차 교육과정 도덕과 국민학교 내용요소

          학년
영역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가․민족
생    활

․나라 사랑

․조상의 뜻 이어

받기

․분단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외국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나라 발전에  

협력하기

․민족 문화 유산 

아끼기

․통일 조국의 미

래 모습

․세계 평화에  

공헌한 사람들

․국가와 개인 해

외 동포들 의 

조국애

․평화 통일의  

방법

․국제 문화 교류

․살기 좋은 나라

․민족의 긍지와 

사명

․통일을 위한 노

력

․세계 평화와 인

류 공영

국민학교 3학년에서는 주로 분단의 슬픔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의 필요성을 서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국토 분단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

제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통일의 필요성을 구

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제시하며 분단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

음을 제시하며 분단의 폐해를 개인의 삶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국민학교 4학년에서는 통일의 조국의 미래모습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지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소망을 막연하

게 지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일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를 바

탕으로 통일의 신념을 굳게 하여, 통일을 달성한 이후의 통일 조국 미래 모습을 지도

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통일교육에서 통일을 당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의 당위성에서 통일의 

필요성으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학교 6학년에서는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통해 통일을 대비할 것을 이야기하며 

민족정체성을 통해 통일을 당위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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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6차 교육과정 도덕과 중학교 내용요소

         학년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국가․민족

   생활

․민족의 발전과 문화  

창달

․애국심과 민족애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민족 분단의 원인과 

배경

․북한의 현실

․통일을 위한 남북한

의 노력과 문제점

․민족 공동체의 번영

․통일 국가의 실현

․세계 속의 한국인

중학교 2학년에서는 국가·민족생활 영역에서 민족분단의 원인과 배경을 통해 분단비

용에 근거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는 

민족 공동체의 번영, 통일 국가의 실현의 내용을 통해 통일을 민족과 국가의 측면에 

바라보고자 하였다.

[표 Ⅳ-3]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윤리과 내용요소

단원 대단원 주제

Ⅴ. 통일과제

1)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2) 민족 통일의 조건

다. 통일 이후의 전망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 정책

․남북한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 국가 실현의 전제 조건

․통일의 과정과 우리의 자세

․통일 국가의 미래상

․미래 사회의 한국인상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

고등학교 윤리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운 통일교육의 내용을 심화하여 제시하였고, 통

일을 민족통합의 관점에서 당위적인 요청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미래 

사회의 한국인상,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을 통해 윤리적인 통일한국의 모

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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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치․덕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가
민족
생활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

․나라 사랑
․분단 현실과 통
일 필요성 인식

․민족 문화 유산 
애효
․국가 안보를 위
한 바른 자세

․국가 발전에의 
협력
․평화 통일의 당
위성
․올바른 국제 문
화 교류

․통일 국가의 미
래상과 민족 통
일 의지
․해외 통포에 대
한 이해와 사랑
․세계 평화와 인
류 공영

(2) 7차 교육과정

[표 Ⅳ-4]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요소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민족생활 영역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는 3학년과 6학년에서 제시되었다, 3학년에서는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에서 통일교육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과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민족 통일을 위

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①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원인

  ② 이산 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③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④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통일을 당위성이 아닌 필요성 측면에서 다루며 이를 위해 분

단비용과 민족정체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요소에서는 이산가족의 아픔, 분단

으로 인한 어려움을 통해 분단이 국가와 민족의 삶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에서 통일교육의 내

용을 다루었다.

㈎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을 알고,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활 자세를 

지닌다.

  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국의 미래 모습

  ②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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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치․덕목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국가
․민족
생활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
과 국가 발전

․올바른 애국․애
족의 자세

․남북 통일과 통
일 실현의  지

․민족 분단의 원
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③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④ 평화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제시하였다. 6학년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의 미래상을 ‘바람직한 방향’

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로 한정지으면서 통일의 미래상을 윤리적인 모습으로 제시하

고자 하였다.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이 내용요소에 대해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을 대비”하는데 초점을 둘 것을 이야기하며 민족정체성

에 기초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표 Ⅳ-5] 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도덕과 내용요소

중학교 2학년에서는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에서 통일의 문제를 다루었다.

  ㈑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및 다른 나라의 통일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지닌다.

  ① 통일의 의미

  ② 통일의 당위성

  ③ 다른 나라의 통일 과정

  ④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중학교 2학년에

서는 통일을 당위적인 측면에서 다루며 통일을 필요성과 당위성의 관점에서 함께 보려

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의 통

일의 과정을 참고하여 통일에 이르는 마음가짐을 기르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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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에서 통일을 다루었다. 

  ㈎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족 분단의 교훈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① 민족 분단의 원인

  ② 민족 분단의 과정

  ③ 민족 분단의 교훈

  ㈏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대내외적 통일환경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통일 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자세를 지닌다.

  ①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

  ②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③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들 

  ㈐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우리의 민족 공동체가 번영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

이 무엇인지 알며, 종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과 세계 속의 한국인상이 어떠해

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①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

  ②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③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고등학교 1학년 도덕과에서는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에서처럼 통일을 편익의 

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과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통해 당위적인 통일 한국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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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나 라 ㆍ

민 족 ㆍ

지 구 공

동 체 와

의 관계

◦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

◦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우리나라ㆍ

   민족에 대한 

긍지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

력 

◦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 

◦ 편견 극복과

   관용

◦ 우리가 추구하

는 통일의 모습 

◦ 평화로운 세상 

(3) 2007 개정 교육과정

[표 Ⅳ-6]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요소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

㈏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의 고통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

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남북 분단의 배경을 국내ㆍ외적인 차원

에서 찾아보고, 남북한 분단의 어려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① 남북 분단의 국내ㆍ외적인 배경 

②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

③ 남북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분단을 민족의 고통으로 다루며 통일의 필요성을 분단비용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

다.

㈏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

분단 비용 및 통일의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표하고,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를 찾

아본다.

① 분단 비용 및 통일의 기대효과 등 통일의 필요성 찾기

②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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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국가ㆍ민

족ㆍ지구

공동체와

의관계

◦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 국가 발전과 

나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북한주민과  

민족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 국가와 윤리 

◦ 민족과 윤리 

③ 민족 통합을 위한 우리의 자세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과거 교육과정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내용요소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에서 분단비용의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통일의 기대효과를 제시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편익과 비용의 측면

에서 다루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가를 살

펴보고, 좀 더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과 동북아 전체가 평화

롭고 공동 번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

되는 문제점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①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가

②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③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설정

이 주제와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교화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을 당부하고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학생들이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상상력과 판단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를 균형 있게 지도할 것

을 말하였다. 그리고 통일을 민족의 문제로서만 바라보지 않고 통일이 평화체제의 구

축을 통해 지역평화, 지구공동체 평화에 기여함을 파악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통일을 통한 민족과 국가의 윤리적인 성장을 제시하려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Ⅳ-7] 2007 개정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도덕과 내용요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의 문제를 중학교 2학년에서만 다루었다. 고1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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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통일의 문제를 민족의 윤리의 

측면의 하위 내용으로 다루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요소이다.

⑶ 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남북 분단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민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와 남

북 분단의 역사와 영향을 조사하고, 민족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① 민족 공동체와 남북 분단의 배경 

② 이산가족 등 남북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  

③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 북한 주민과 민족애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고,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

을 갖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관점과 비판하는 관점을 비교해보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

을 조사한다. 

①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

②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 

③ 민족 정체성과 민족 공동체의 의미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통일은 민족공동체가 다함께 잘 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사회통합 과정 및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자세와 발전적인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수립

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통일의 주체는 민족구성원 모두

임을 알고, ‘같음’을 발견하고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터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① 민족의 동질성 확대와 이질성 극복을 위한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②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 

③ 새터민의 사회 적응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 

④ 통일 이후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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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영역

주요 

가치·덕목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전체지향 영역별

사회·국가

·지구공동

체와의 

관계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준법·

공익

애국심

통일

의지

인류애

㈎ 

공장소에서

의 질서와 

규칙 

㈏ 나라에 

대한 

사랑과 

긍지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노력

㈑ 다문화 

사회에서

의 

바람직한 

삶

㈎ 인권 

존중과 

보호 

㈏ 법과 

규칙의 

준수

㈐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 

역할

㈑ 공정한 

행동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 지구촌 

시대의 

인류애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 공동체적 관점에서 제시하

는 모습을 보였다. 2007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에서는 통일을 당위적으로 바라보

던 7차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과 달리 통일을 필요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통일을 설

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

인 접근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접근과 공리주의 접근, 정서적·감정적 접근 등을 동시에 

모색할 것을 이야기 하며 다양하게 통일의 필요성을 지도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북한 주민과 민족애’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공동체에서 찾는 모습을 보였다. 

이 단원에서는 민족정체성과 민족공동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통일의 당위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서는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모색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통

일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윤리적인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2009 개정 교육과정

[표 Ⅳ-8]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요소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통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3,4학년군

에 제시된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는 다음과 같다.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노력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의 고통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

해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분단의 과정과 남북 분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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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영역

주요 가치·덕목
중학교 1~3학년군

전체지향 영역별

사회·국가·

지구공동

체와의 

관계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준법·

공익

애국심

통일의지

인류애

㈎ 인간 존엄성과 인권

㈏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 사회 정의와 도덕 

㈓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로 겪는 어려움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본다. 

① 남북 분단의 과정과 민족의 아픔 및 통일의 필요성(분단 비용 등) 

②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 

③ 통일을 위한 방법(튼튼한 안보, 남북협력과 평화 등)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009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분단비용의 용어를 

이용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비용과 편익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5~6학년군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을 통해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지를 살

펴보고, 보다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른

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과 동북아시아 전체가 평화롭

고 공동 번영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제시하고,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① 우리 각자의 통일 노력에 대한 반성과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 및 방법

②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한 대비

③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과 실천 방안

5~6학년군에서는 윤리적인 관점과 편익의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였

다. 이 내용요소에서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통일 한국이 민족과 동북아시아에게 평화

와 번영에 도움을 줄 것임 제시하며 통일이 질적인 국가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5.6학년군에서는 통일이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서술을 추가하여 

편익의 모습으로도 통일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표 Ⅳ-9]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과 내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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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학년군으로 통일교육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었다. 중학

교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남북 분단의 역사와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북한 주

민 생활을 이해하며, 남북한 모두가 다함께 잘 살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

성을 설명한다.

① 남북 분단의 배경과 이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

②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 

③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남북한 체제 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평화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

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도덕적으로 성찰하면서 통일 준비 및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유추해 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발전적인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①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②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과 통일을 위한 과제  

③ 통일 한국의 미래상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에서는 분단으로 인한 우리민족의 아픔을 제시하여 통일

의 필요성을 분단비용을 통해 다루었다. 그리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남북한이 

모두 잘살기 위해서라고 제시하며 통일편익 개념도 제시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 내용요소에서는 통일편익에 대한 내용보다는 윤리적

인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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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지침서 내용과 통일편익

(1) 경제적 편익

① 남북대결비용 해소

초기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남북대결비용의 해소를 추상적으로 다루었다. 1993년 통

일교육지침서에서는 남북대결비용의 해소를 국력소모의 방지로 바라보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남북통일이 되면 개인과 국가, 민족 모두가 분단으로 인해 걸어온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남북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대결로 인한 국력

의 소모를 방지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들에게 통일은 많은 이로움과 함께 더 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은 분명하다.”(통일원, 1993, p.22)

199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를 제시하며 통일이 분

단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비용을 해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통일은 과도한 남북경쟁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민족역량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

해서 절실히 요구된다. 남과 북은 모든 면에서 소모적인 대결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경쟁적인 두 정부에 의한 소모적인 불필요한 지출과 

특히 쌍방의 엄청난 국방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원, 1995, p.9)

1998년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남과 북의 소모적인 대결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제적 

손실에 집중하여 남북대결비용의 해소의 편익을 제시하였다.

“통일은 남북간의 대결과 경쟁에서 발생하는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대결로 인한 엄청난 군사비 지출 등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이를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도 통일은 시급한 과제

이다.”(통일부, 1998, p.13)

2000~2003년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남북대결비용의 해소를 통일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남북의 불안정한 

정세를 극복하는 것이 남북의 번영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71 -

시기 소단원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1993 경제지원 증대 효과

남북대결비용 해소 경제적 편익

1995
통일의 

당위성
국방비 감축 효과

1998
통일의 

당위성

국방비 감축 효과

경제지원 증대 효과

2000~2004
통일의 

당위성
경제지원 증대 효과

2004~2005
통일의 

당위성(필요성)
경제지원 증대 효과

2007-2016
통일국가의 

미래상
국방비 감축 효과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반

도의 불안정한 정세는 남북한 모두에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반

드시 이룩해야 한다.”(통일부, 2003, p.11)

2004년~200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남북대결비용 해소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선

진민주주의 국가의 달성과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는 아직도 분쟁과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불안한 정세

는 남북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의 장애요인과 정세의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번영과 민주정치 발전의 기회를 되찾아 자유․복

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한다.”(통일부, 2005, p.18)

2007~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 남북대결비용의 해소

를 군사비의 축소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은 활동영역의 확대와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향유한다. 

통일한국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전쟁 위협 소멸에 따른 군사비감소....”(통일

부, 2016, p.39)

[표 Ⅳ-10] 통일교육지침서 남북대결비용 해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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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통합

초기의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을 통한 경제통합의 편익을 추상적으로 다루는 모

습을 보였다. 1993년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통일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민족

의 발전으로 경제통합의 편익을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통일을 이룩하여 둘로 나뉘어진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 때 우리 

민족은 상승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통일원, 1993, p.25)

199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이 민족의 풍부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경제통합을 통한 편익을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를 통해 제시하

였다.

“통일은 민족역량을 단일화하면서 경제발전을 앞당겨 번영된 민족복지국가

를 보다 빨리 실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

한의 취약점이 상호 보완되면서 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보다 강력한 민족경제와 풍부한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통일원, 

1995, p.21)

그리고 199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의 내용을 통해 

경제통합의 편익을 다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제 한반도는 ‘전략요충’이나 ‘완충지대’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있는 ‘가

교’이자 국제교역의 ‘중심지역’으로서 그 역할이 돋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통일은 결집된 민족역량의 발양(發揚)을 통해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성

격에 의해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통일원, 1995, p.9)

2002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의 균형적 경제발

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통일부, 2002, p.17)로 

제시하며 경제통합의 편익을 추상적으로 다루었다.

2003년부터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을 통한 경제통합의 편익의 내용을 경제적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경

제통합의 편익을 ‘시장의 확대’로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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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내수시

장을 키우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시킴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부, 2003, p.12)

2004~200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경제통합의 편익을 ‘시장의 확대’와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다루었다. 2005년에는 ‘경제적 실리’ 용어를 ‘경제적 이익’의 

용어로 바꾸어 제시하였지만 내용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시키고 

내수시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넓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통일부, 2005, 

p.18)

200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경제통합의 편익을 ‘시장의 확대’, ‘교역 증대 및 물류

비용 절감’에 더해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로 다루며 다각도로 통일을 통한 

경제적 편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남북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보완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남

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북아 

시대의 번영을 주도할 것이다.”(통일교육원, 2006, p.28)

2006~2009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큰 내용의 변화는 없었지만 서술된 용어를 바꾸

어 경제통합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국가

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시킴으로써  내수시장의 확

대를 도모하고 남북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보완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

을 제고한다. 남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

을 수행하며 동북아시대의 번영을 주도할 것이다.”(통일교육원, 2009, 

p.27)

그리고 2006년부터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민족경제의 발전’을 ‘경제적 발전을 통한 

동북아 번영의 중심국가’의 발전으로 바꾸어 서술하여 통일을 통한 경제의 발전을 민

족의 측면에서 국가의 측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활동무대를 넓히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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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의 확대’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보완성’으로 

‘경제적 이익’을 ‘경제적 효율성’과 ‘동북아 시대의 번영을 주도’로 바꾸어 제시하며 

과거에 비해 구체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유일하게 통일을 통한 ‘고용 확대’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통일한국의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많

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통일교육원, 2010, p.27)

2011년~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경제통합의 편익을 ‘시장의 확대’,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로 제시하며 이를 국가적 위상

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통일은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 형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과 남한의 기 

술·자본과 북한의 천연자원·노동력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

양을 연결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권 형성과 역내 

교류·협력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통일 후 독일이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 통합을 가속화

시켜 이를 계기로 유럽 각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달성한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통일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서 동북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선도 할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통일교육원, 2014, p.33)

그리고 2011년~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 ‘산업 및 생산

요소의 보완성 증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이를 국제적 위상과 연결시키려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하였다.

“통일한국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의 상호 보완적 

활용 등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것이다.”(통일교육원, 2016,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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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소단원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1993 (추상적 제시)

경제통합의 편익

1995
통일의 

당위성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경제적 편익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2002
통일의 

당위성
(추상적 제시)

2003
통일의 

당위성
시장의 확대

2004-2005
통일의 

당위성(필요성)

시장의 확대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2006-2016
통일의 

필요성

시장의 확대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2007-2013
통일국가의 

미래상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표 Ⅳ-11] 통일교육지침서 경제통합의 편익 분석결과

(2) 정치적 편익

① 국제적 위상 제고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의 내용을 1993년부터 다루기 

시작하였다. 1993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의 내용을 통

해 국제적 위상 제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땅에 실현될 통일국가는 국가간의 평화공존과 협력, 협동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시대조류에 순응해 나가는 평화로운 선린국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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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서의 통일이 주변국의 기존 이익과 동북아에서의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사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통일원, 1993, p.26)”

1998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국제 리더십 강화’와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를 

통해 통일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다루었다.

“통일한국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의 강화로 동북아지역내 질서 확립에 주

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 1998, p.14)

“통일된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구축된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다가올 아시아·태평양 시대

를 선도하는 주역국가로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선진 민주국가

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중심국가의 하나

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통일부, 1998, p.62)

2000~200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도 민족공동체의 입장에서 통일국가의 국제적 위상

을 ‘국제 리더십 강화’와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를 통해 다루었다. 

“통일국가는 우리 민족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지

역 질서 확립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

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통일부, 2001, p.16)

“통일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바

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통일국가 구성원들의 삶을 질적으로 드높일 뿐만 아니

라, 대외적으로는 다가올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평화

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역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국가

는 동북아 지역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서 인정받는 평화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통일부, 2001, p.87)

2006년부터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와 ‘국제 리더십강화’

의 내용을 과거에 비해 축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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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가를 지향한다. 통일한국은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된 사회로서 다가올 동북아시대를 선도

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역국가가 될 것이다.” (통일

교육원, 2006, pp.32-33)

2008~2016년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열린 공간의 개념을 통해 ‘국제평화지대 이미

지 제고’와 ‘국제 리더십강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통일한국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한다. 통

일은 아시아 대륙 및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공간의 시대를 한민족에

게 제공할 것이므로 통일한국은 21세기의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통일교육원, 2016, p.39)

그리고 2006년부터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국가의 국가적 위상을 부국강병의 측

면에서 ‘강/중건국가 위상제고’로서 다루고자 하였다. 2006~2010년 통일교육지침서에

는 통일한국이 경제적 혜택을 통해 동북아 번영을 주도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통일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국가

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 경제권을 형성시킴으로써 내수 시장의 확

대와 함께 남북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보완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남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북아 시대의 번영을 주도할 것이다.”(통일교육원, 2006, pp.28-29)

2007~2009년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인구수의 증가를 통해 ‘강/중건국가 위상제고’

의 내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통일한국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전쟁 위협 소멸에 따른 군사비감소, 자연

자원과 인적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 등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비약적 발

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구 8천만명 수준의 국가로서 국제적 위

상이 고양될 것이다.”(통일교육원, 2007, p.32)

2011~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독일통일의 사례를 덧붙여 ‘강/중건국가 위상제

고’의 내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2006~2010년에 제시한 ‘강/중건국가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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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위상 (예시)

※ 2030년 통일시, 2040년 예측(출처 : 통일연구원 등) 

■ G8 세계중심국가 

- 인구 : 7,600만명 / 면적 : 22만㎢ 

* 비교 : 영국(6천만, 24만㎢), 독일(8천만, 36만㎢) 등 

- GDP(2040년) 세계 7위 

- 인구구성 적정화로 생산가능 인구 확보 및 고령화 해소 

■ 선진민주국가 

- 성숙한 민주주의, 인간존엄성 구현 

- 국가브랜드 : 2010년 18위 → 2040년 7~8위 

- 국가선진화 : 2010년 24위 → 2040년 10위 

■ 평화번영국가 

- 비핵·개방적 통상국가, 국제협력 촉진 

- 유라시아 대륙으로 교통 및 물류 확대 

■ 창조적 문화국가 

- 복합문화, 열린 민족적 역동성 발현 

제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 국가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 형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과 남

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천연자원·노동력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은 남과 북을 하나

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통일한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로 인해 동북아 국가 간 경

제권 형성과 역내 교류·협력은 가속화될 것이다. 독일이 통일 이후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 통합을 가속화시켜 이를 계기로 유

럽 각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달성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한국

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

다.” (통일교육원, 2016, p.33)

그리고 2013~2014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한국의 위상을 다음과 같은 예시자

료를 통해 양적인 수치로 제시기도 하였다.

출처: 통일부(2013), 『통일교육 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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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소단원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1993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

국제적 위상 제고 정치적 편익

1998-2005
통일의 

당위성

국제 리더십 강화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

2006-2016
통일의 

필요성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

2006-2016
통일국가의 

미래상

국제 리더십 강화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

[표 Ⅳ-12] 통일교육지침서 국제적 위상 제고 분석결과

② 전쟁위험 해소

1993~2016년까지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전쟁위험 해소의 편익을 남북긴장 완화 효

과’,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1993년 통일교육지침서의 전쟁위험 

해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은 남북분단과 대결로 소모되어 온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러한 통일은 우리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다....통일로 결집된 민족

역량의 발양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번영과 발전을 기약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어서 

주변국의 이익과 세계평화, 인류의 미래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

다.” (통일원, 1993, p.25)

1995년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전쟁의 두려움을 강조하며 전쟁위험 해소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된다. 한반도에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민족공멸’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

서 통일의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과 민족공멸’을 방지하

는데 있다. 둘째, 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 적대와 

대결보다 화해와 협력이, 군사력 보다 경제력이 지배가치가 되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의미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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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p.9) 

1998년 지침서에서도 전쟁위험 해소의 편익을 ‘남북긴장 완화 효과’,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를 통해 나타내었다.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된다. 한반도에 다시 6.25

와 같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민족공멸’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통

일의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과 민족공멸’을 방지하는 데 

있다.”(통일부, 1998, pp.13-14)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전쟁

위협을 해소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통일부, 1998, p.14)

2000~2010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다소간의 단어사용의 변화는 있지만 통일이 전

쟁의 위험성을 해소함으로서 남북한의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

기 하였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반

도의 불안정 정세는 남북한 모두에게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통

일은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

로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통일부, 2001, p.15)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

룩한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전쟁위협 요인이 해소된다는 뜻이 된다.”(통일부, 

2001, p.16)

2010년~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전쟁위험 해소의 편익을 국가의 발전으로 바

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쟁의 공포 극복을 통한 평화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북한의 핵개발의 내용을 제시하며 전쟁의 위험성의 내용을 더

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2016년 통일

교육지침서에서 제시한 전쟁위험성의 해소 내용이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 제거와 평화정착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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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소단원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1993-2016
통일의 

당위성(필요성)

남북긴장 완화 

효과
전쟁위험 해소 정치적 편익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

화에 기여한다. 북한의 핵 개발과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한반

도의 불안한 정세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하여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통일교육원, 2016, p.34)

[표 Ⅳ-13] 통일교육지침서 전쟁위험 해소 분석결과

(3) 사회적 편익

① 인도적 편익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인도적 편익의 내용은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국민 복지’의 개념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내용은 1993년부터 모든 통일교육지침서에서 통일을 통한 

편익으로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내용은 기본적 권리 실

현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모든 통일교육지침서의 서술에는 차이가 있으

나 내용구성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199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제시된 이산가족 상

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가족관계는 

이념과 체제 그리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단절될 수 없는 천륜의 영역에 속

한다. 따라서 통일은 이산가족의 최소한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 조속히 실

현되어야 한다.”(통일원, 1995, pp.8-9)

2010년에서는 이산가족의 상봉이 남한만의 고통해소가 아닌 북한 주민의 고통도 해

소하는 것임을 나타내었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산가족들이다. 통일이 되면 오랫동안 왕

래가 끊긴 채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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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주민도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실현한다는 차원

에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이다.”(통일교육원, 2010, p.27)

2011~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북한주민의 내용을 삭제하고 인도적 차원의 이

산가족의 고통해소와 기본적 권리 실현의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한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산가족이다. 오랫동안 왕래가 끊긴 채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이 자유롭

게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

니라 기본적 권리 실현 차원에서 중요하다.”(통일교육원, 2016, p.33)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과 ‘국민 복지’의 내용은 소단원 통일의 당위성(필요성)

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 동시에 제시하였다. 우선 통일의 당위성(필요성)에서 ‘남북

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과 ‘국민 복지’의 내용은 1993년 통일교육지침서부터 제시되

었다.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번영(共榮)할 수 있고,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것

(共益)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어느 일방만의 번영과 복지, 이익만을 약속

하고, 어느 한편을 해롭게 하는 경우,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민족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기해나갈 수 없게 된

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또 통일 이후의 삶이 좀더 자유롭

고 복된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된 국가에서는 민족

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고른 복지의 배분과 

번영이 약속되어야 한다.”(통일원, 1993, p.19)

199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부의 분배보다는 경제적 발전을 통한 혜택에 초점을 

두며 ‘국민 복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은 민족역량을 단일화하면서 경제발전을 앞당겨 번영된 민족복지국가

를 보다 빨리 실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

한의 취약점이 상호 보완되면서 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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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다 강력한 민족경제와 풍부한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통일원, 

1995, p.9)

1998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민주주의를 통한 수혜자를 북한주민으로 상정하고 ‘남

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통일은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을 활성화시켜 북한

동포들도 발달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통일부, 

1998, p.14)

하지만 2000~2003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북한주민이 편익의 수혜자라는 내용이 

사라지고 “통일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일국가는 

남북한의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할 것이

다.”(통일부, 2003, p.12)고 제시하며 자유민주주의가 민족구성원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2004년과 2005년에서는 “경제적 번영과 민주정치발전의 기회를 되찾아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통일부, 2005, p.18)라고 제시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선진 민주국가의 달

성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010년에서는 인도적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실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북한 주민도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통

일이 필요한 이유이다.”(통일교육원, 2010, p.17)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는 1998년부터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과 ‘국민 복지’의 

내용을 다루었다. 1998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자

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국가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자유’란 분단으로 인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고 자율

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상태를 말한다. ‘복지’

는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크게 신장되어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고 그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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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소단원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1993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편익 사회적 편익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국민 복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존엄성’이란 분

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과 억압이 해소되고 법 질서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기

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상태를 말한다.(통일부, 1998, p.62)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의 미래상

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자유’란 분단으로 인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상태를 말한다. ‘복지’는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크게 신장되어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고 그 혜택이 민

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존엄성’이란 분단

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과 억압이 해소되고 법 질서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바

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통일국가 구성원들의 삶을 질적으로 드높일 뿐만 아니

라,”(통일부, 2003, pp.93-94)

2006년 통일교육지침서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의 내용과 ‘국민 복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용어의 변화만 있었을 뿐 큰 내용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의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의 내용과 ‘국

민 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한국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는 사회이어야 한다. 또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발현된 

선진경제를 기반으로 풍요의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복지국가이어야 한다.”(통일교육원, 2016, p.39)

[표 Ⅳ-14] 통일교육지침서 인도적 편익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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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통일의 

당위성

이산가족 상봉

국민 복지

1998
통일의 

당위성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2000-2005
통일의 

당위성(필요성)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2010
통일의 

필요성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1998
통일국가의 

미래상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국민 복지

2000-2016
통일국가의 

미래상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국민 복지

시기 소단원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2010
통일의 

필요성

문화콘텐츠 개발 

효과
학술·문화·체육 발전 사회적 편익

② 학술·문화·체육 발전

2010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유일하게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편익을 ‘문화콘텐츠 

개발 효과’로 제시하였다.

“통일은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준다. 통일은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준다....음악·미술·영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문화적 풍요도 향

유하게 될 것이다.”(통일교육원, 2010, p.27)

[표 Ⅳ-15] 통일교육지침서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편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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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소단원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2007-2016
통일의 

필요성

여행 기회의 확대

생활공간의 확대 사회적 편익

거주지 선택의 확대

결혼 기회의 확대

2010
통일의 

필요성

여행 기회의 확대

거주지 선택의 확대

2011-2012
통일의 

필요성

여행 기회의 확대

거주지 선택의 확대

결혼 기회의 확대

③ 생활공간의 확대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2007년부터 통일의 편익이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2007~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이 개인의 

삶의 공간적 범위를 넓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통일한국의 구성원 개개인은 보다 개방된 공간을 배경으로 거주, 여행, 결

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자유롭고 풍요

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통일교육원, 2014, p.38)

그리고 2010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통일은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준다. 거주지 선택과 여행 기회의 확대와 같은 생활상의 편리와 음악·미

술·영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문화적 풍요도 향유하게 될 것이다.”(통일교

육원, 2010, p.27)

2011~2012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위의 내용에서 문화적인 사례를 삭제하고 통일

을 통한 거주, 여행, 직업 선택의 편익을 제시하였다.

“통일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 

에서 더 넓은 선택의 기회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통일교육원, 2012, p.33)

[표 Ⅳ-16] 통일교육지침서 생활공간의 확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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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족 정체성 회복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민족 정체성 회복의 내용을 소단원 ‘역사적 정체성 회복’, ‘민

족동질성 회복’, ‘민족사 정상화’으로 제시하였다. 

‘역사적 정체성 회복’의 내용은 1995년 통일교육지침서부터 제시되었다. 1995년과 

1998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역사적 정체성 회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

다.

“남북분단은 우리의 의자와는 관계없이 미국과 구소련이라는 강대국의 타율적인 

힘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열되었으므로 당연히 극복되어야 한다.”(통일원, 

1995, p.8)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서 단일 국가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동시에 단일 민족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었다. 분단은 민족

의 자주적 의사와 관계없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강대국에 의해 인위

적으로 이루어진 반역사적 현상이며 반드시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할 

과제이다.”(통일부, 1998, p.13)

2000~2003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역사적 정체성 회복’의 내용을 통일을 통한 민

족공동체의 재창조를 통해 제시하였다.

“민족과 국가가 남북으로 나뉜 채 50여 년의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우리의 분

단 현실은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통해서 반드시 새

로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통일부, 2003, p.11)

2004~200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다시 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여 ‘역사적 

정체성 회복’의 내용을 다루었다.

“우리 한민족은 반 만 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된 이후 50여년간 지

속된 단절은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이루어 왔던 우리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약화시켜왔다. 통일은 이처럼 분단으로 인해 훼손된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한다.”(통일부, 200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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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중점을 두며 ‘역사적 정

체성 회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민족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70년 가까이 이어진 

남북 분단은 민족 구성원 간 상호 불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며 민족통합을 저

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 국가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시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통일교육원, 

2016, p.32)

‘민족 동질성 회복’의 내용은 1995년부터 제시되었다. 1995~1998년 통일교육지침서

에서는 내용의 변화는 있었지만 모두 민족의 이질화에 초점을 두고 ‘민족 동질성 회

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통일은 ‘민족사의 정상화’를 위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일민족인 우리

에게 있어 분단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시키는 비정상적인 현

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단일 민족의식’의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민족사의 진운(進運)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통일부, 

1998, p.13)

2000~200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다소간의 내용의 변화는 있었지만 ‘민족 동질성 

회복’의 내용을 적극적인 통합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국가는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격차와 이질감을 해

소하여 진정한 민족공동체 국가가 될 것이다.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사이에 분

단의 결과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 격차, 정치적 가치관의 차이, 사회․문화적 관습

의 차이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남북격차와 이질감

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하여 통일의 결실이 모든 구성원에게 

골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통일부, 2005, p.52)

2006~2007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의 내용을 민족공동체의 재

창조의 개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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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은 남북한 구성원간의 이질감이 해소되고 모든 이들이 통일의 결실을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실현한다.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

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경제력의 격차, 사회·문화적 가치 및 관습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

한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나의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한국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

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구성원이 통일의 결실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체

를 지향할 것이다.”(통일교육원, 2007, pp.30-31)

2008~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다소간의 내용의 변화는 있었지만 열린 민족의 

개념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통일 한국은 미래지향적 민족 공동체의 형성·발전을 의미한다. 통일은 분단 이

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후 반세기 이상 이질화된 남북한 두 

체제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하

나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통일은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우리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역사

적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더불어 세계화, 다문화 시대로 인해 민족의 개념

이 확대되어 가는 현재, 남북한 주민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타민족 구성원 

모두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민족 공동체는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류

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통일교육

원, 2016, pp.38-39)

‘민족사 정상화’의 내용은 1995년과 1998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다루었다.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다소간의 내용의 변화가 있었지만 ‘민족사 정상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통일은 ‘민족사의 정상화’를 위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일민족인 우리

에게 있어 분단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시키는 비정상적인 현

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단일 민족의식’의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민족사의 진운(進運)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통일부, 

199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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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소단원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1995~2016
통일의 

당위성(필요성)

역사적 정체성 

회복

민족 정체성 회복 사회적 편익민족동질성 회복

1995~1998
통일의 

당위성
민족사 정상화

[표 Ⅳ-17] 통일교육지침서 민족 정체성 회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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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7차 교육과정 3학년
국방비 감축효과

남북대결비용 

해소

경제적 

통일편익
경제지원 증대 효과

2007  개정 6학년 국방비 감축 효과

3) 도덕 교과서 내용과 통일편익

(1) 경제적 통일편익 

① 남북대결비용의 해소 

초등교육 도덕 교과서에서 남북대결비용의 해소의 내용은 통일편익보다는 주로 분단

비용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그리고 남북대결비용의 해소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환

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남북대결비용의 해소를 ‘국방비 감축 효과’, ‘경제지원 

증대 효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통일을 통한 국

방비 감축분이 다른 경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3학

년 <5. 우리의 소원>에서는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분단의 아픔을 설명

하면서 남북대결비용의 해소를 이야기 하였다.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겠지, 그 돈으로 가

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좀더 좋은 시설의 학교도 만들 수 

있을 거야.”(p.88)

“통일이 되면 우리 나라와 북한의 국방비가 반으로 줄게 되니까, 여러 가

지로 나라의 사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p.94)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많은 국방

비 지출”로 제시하며 남북대결비용의 해소의 내용을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 비

해 축소하여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표 Ⅳ-18]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남북대결비용 해소 분석결과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북대결비용 해소로 인한 편익을 ‘국방비 감축 효과’, ‘경제지원 

증대 효과’, ‘외교비용의 축소’, ‘이념 및 체제유지비 소멸’로 제시하였다. 6차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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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학교 3학년 <Ⅳ.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통일국가의 실현 (1)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서는 남북대결비용 해소를 ‘국방비 감축 효과’와 ‘경제지원 증

대 효과’로 연관시키는 특징을 보였다.  

“남북 통일은 전쟁을 막고 민족 번영을 약속하는 길이다.....우리의 통일은 

전쟁의 공포로 인한 남북한의 과도한 군비 경쟁을 종식하고, 민족 발전을 

위한 역량을 모아 민족 번영의 길을 열 것이다.” (p.242)

그리고 <Ⅳ.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통일국가의 실현 (4) 통일 이후의 전망>에서

는 국방비 감축을 통한 편익을 북한의 경제 회복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남북대결비

용의 해소가 남북 모두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통일 한국은 남북한의 군사적 경쟁이 없어짐으로써 민족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특히 남

북 분단 상황에서 군사적 대치를 위해 낭비되었던 국력을 북한의 경제 회복

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p.259)

6차,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남북대결비용의 해소를 군방

비 감축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경쟁비용의 해소로서 바라보았다.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Ⅱ.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 1.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

회 현실 (3) 민족 분단의 극복 방향>에서는 대결비용 해소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대결하는 데서 빚어지

는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치 

상황으로 인하여 남북한은 엄청난 군사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

서 아직도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민족의 자긍심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 번영의 기반을 다지는 데 활용해야 할 많은 자원과 민족

적 역량을 낭비하는 것이다.”(p.126)

2007 개정교육과정에 도덕 교과서에는 남북대결비용의 해소의 수혜대상을 국가로 

제시하였다. 과거의 도덕 교과서에서는 남북대결비용의 해소를 민족 역량 회복 혹은 

민족의 발전으로 제시한 측면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남북대

결비용의 해소의 편익을 국가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중학교 2학년 <Ⅲ.통

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1.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주제 4 우리의 소원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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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6차

중3
국방비 감축 효과

남북대결비용 해소
경제적 

통일편익

경제지원 증대 효과

고1

국방비 감축 효과

이념 및 체제유지비 소멸

외교비용의 축소

7차 고1

국방비 감축 효과

이념 및 체제유지비 소멸

외교비용의 축소

나의 소원도 통일?>에서는 대결비용의 해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남한과 

북한에 평화가 찾아오면 지금과 같은 많은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수

십만 명의 청년들이 군복을 벗고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p.191)

그리고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남북대결비용의 해소로 발생하는 편익을 다른 예

산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대결비용의 해소를 국가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써야 했던 많은 국가 예산은 어떤 곳에 사용될 

수 있을까?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될 수 있고, 교육, 의료 등과 

같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p.191)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과 유사하게 남북대결비용 

해소의 편익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학교 2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3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3.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에서는 대결비용의 해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남한과 북한에 평화가 찾아오면 지금과 같이 많은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

다. 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써야 했던 많은 예산을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p.204)

[표 Ⅳ-19]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남북대결비용 해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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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중2
국방비 감축 효과

경제지원 증대 효과

2009 개정 중2
국방비 감축 효과

경제지원 증대 효과

② 경제통합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경제통합의 경제적 편익을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시장의 확대’,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으

로 제시하였다.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의 내용을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7차 교육

과정부터 다루었다.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 <5. 우리의 소원>에서는 통일이 되

어야하는 이유를 주장하는 활동에서는 북한 산업의 노후화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북한은 지하 자원도 많고 자연 환경도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식량

과 농사짓는 데 필요한 비료가 모자라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통일

이 되면 남한과 북한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p.94)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6. 평화통일의 길>에서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바

탕으로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p.116)라고 이야기 하며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제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의 내용을 7차 교육과

정에 비해 축소하여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초등학교 6학년 <3. 통일 한국, 번영의 

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져 남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거야. 그러

면 남북한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겠지”(p.101)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의 내용을 경제적 용어

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2. 통일 한국 그 이후>에서는 통일비용의 

문제를 다루며 북한의 생산요소를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 비용은 언젠가는 줄어들게 되고,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또 북한에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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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7차

초3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경제통합
경제적 

통일편익

초6
교역 증대 및 물류 

비용 절감

2007 개정 초6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2009 개정 중2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시장의 확대

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이나 광물 자원도 있어.”(p.94)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4. 통일로 가는 발걸음>에서는 통일의 미래상을 만화로 제

시하며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를 “북한의 노동력, 자원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 산업 경쟁력도 높아졌지.”(p.107)라고 제시하며 북한의 노동력의 낮은 가격이 경

제통합의 편익이 됨을 제시하였다.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통합의 편익의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

다. 초등학교 6학년 <4. 통일로 가는 발걸음>에서는 통일을 통한 시장의 확대를 경제

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잖아, 2009년 한국 무역 

의존도는 80% 이상이였어. 그래서 외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영향

을 받아 힘들었지. 그러나 영토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를 한층 더 안정적으

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p.107)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통합의 편익의 내용은 7차 교육과정에서만 

제시되었다. 경의선 철도·도로 기공식 뉴스를 보며 남북간 도로와 철로의 연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8. 평화 통일의 길>에서는 통일을 

통한 남북의 육로연결이 국가경쟁력과 연결되어 통일한국이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남북한이 하나의 철도와 도로망으로 연결되면 동북 아시아의 물류 중심지

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거야.”(p.119)

[표 Ⅳ-20]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경제통합의 편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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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경제통합의 경제적 편익을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

성 증대’, ‘시장의 확대’,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

감’, ‘고용 확대’로 제시하였다.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의 내용은 6차, 2007,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

과서에서 제시되었다. 6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Ⅳ.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통일국가의 실현 (4) 통일 이후의 전망>에서는 “통일 한국은,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잘 결합 할 경우에 국가 경쟁력을 배가(倍加)할 수 있을 것”(p.259)

이라고 제시하며 이를 국가 경쟁력과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1. 민족의 삶과 통

일의 필요성 주제 4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의 소원도 통일?>에서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등이 남한과 합쳐짐으로써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p.191)로 제시하며 북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일의 편익으로 제시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동단원 <생활 속 도덕 교실>에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을 수치와 금액으

로 제시하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모습을 보

였다. 여기에서는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북한 국토의 약 80%에 분포되어 있다. 이 중에서 마그

네사이트 매장량을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으며, 중석, 몰리브텐, 흑연, 중정

석, 금, 운모, 형석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 권 이내로 기록되고 있다.

국가별 금 매장량을 살펴보면 남한은 약 41톤, 미국은 8,000톤, 중국은 

1,000톤, 북한은 2,00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는 약 1,100조

원에 해당하는 석회석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한의 1년 GDP

가 약 1,000조 원임을 감안해 볼 때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 할 수 있

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총 3,700조 원가량 되는데, 남한의 총 자산

의 6,000조 원임을 생각해 보면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북한은 이러한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북한과 더불어 이러한 자원을 개발할까? 남한

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p.192)

‘시장의 확대’ 내용은 2007,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각각 제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1. 민족의 삶과 통일

의 필요성 주제 4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의 소원도 통일?>과 2009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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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3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3.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에서는 육로의 연결을 통한 시장의 확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통일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 그 길을 따라 사람과 

화물을 실은 열차와 자동차가 달리게 된다. 그리고 북한 땅을 지나서 저 멀

리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p.193)

“북한 땅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라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p.204)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의 내용은 6차, 2007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다.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4.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1) 통일의 의의>에서는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릴 수 있음을 제시하며 경제통합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를 한반도와 유라시아로 넓히기 위해 필요한 

길이다. 분단 이후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생활하고 있다. 이 분단으

로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자연 조건은 

차단된 상태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한의 주민과 물자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면, 거대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가교로서 

한반도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p.262)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1. 민족의 삶과 통

일의 필요성 주제 4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의 소원도 통일?>에서는 아시안 하이웨

이의 예시를 제시하며 길이 열림으로서 생기는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의 편익’

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최근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각 나라별 고속도로를 이어서 아시아전체 고

속도로로 만들자는 약속을 하였다.....길이 열리면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생긴다. 기차를 통해 수출이나 수입을 하면 이전에 배나 비행기로 거래 할 때 

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p.194)

‘고용 확대’의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3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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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6차 중3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경제통합
경제적 

통일편익

교역증대 및 물류 

비용 절감

7차 중3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2007 개정 중2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교역증대 및 물류 

비용 절감

시장의 확대

2009 개정 중2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시장의 확대

고용 확대

성 3.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에서는 경제적 통일편익이 민족과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고용 확대의 내용을 제시하

였다..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겨 직업 선택이 폭이 넓어지고 일자리가 많아 질 것

입니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국토 개발 계획을 세워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공장이나 관청 등을 옮기거나 새로 지

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의식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이런 일들을 담당할 새

로운 직업과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다

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얻게 되고, 일자리도 더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요?”(p.205)

[표 Ⅳ-21]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경제통합의 편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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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편익

① 국제적 위상 제고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국제적 위상 제고의 편익을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 

와 ‘강/중건국가의 위상제고’를 통해 다루었다.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의 편익은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

과서에서 제시되었다.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8. 평화 통일의 길 – 지뢰밭을 

기찻길로>에서는 남북한 도로의 복원이 남북한의 평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

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남북한 도로가 복원되면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이란다. 첫째로, 분단의 장

벽인 휴전선 철조망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기차와 자동차가 달리게 되면 남북

한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지.”(p.119)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5. 통일한국을 향하여 3. 통일한국, 변영의 

길>에서는 통일을 통해 “세계 사람들이 남북한 사람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

웁니다.”(p.100),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통일 한국이 이처럼 세계에 

평화를 심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p.101)로 나타내며 통일을 통한 국제평화지대 

이미지의 제고를 통일의 편익으로 제시하였다.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의 내용은 2007,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 제시되

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5. 통일한국을 향하여 1. 바람직한 통일

의 과정>에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국력의 증대”(p.89)로 표현하며 이를 

돈 그래프의 수치가 상승되는 모습으로 제시하며 국제적 위상을 경제발전의 모습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5.통일 한국을 향하여 3. 

통일 한국, 번영의 길>에서는 통일한국이 “남한 인구에 북한 인구까지 합치면 7천만 

명이 넘습니다.”(p.100), “경제 규모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

다.”(p.100)로 제시하며 인구수와 경제 규모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4. 통일로 가는 발걸음>에서는 “통일 한국은 

불신과 갈등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문화 강국이 될 거에요.”(p.104)라고 제시하

며 통일한국이 분단을 이겨내고 경제,문화 강국이 될 것임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였

다. 그리고 동단원 정리 부분에서는 통일 한국의 미래모습을 “통일이 되면서 우리나

라 영토와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도 더 발전했어.”(p.107), “통일 후 인구가 약 7100

만명으로 늘어나 세계 18위 인구 규모가 되었어”(p.107)로 제시하며 2007 개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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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7차 6학년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

국제적 위상 제고
정치적 

통일편익
2007 개정 6학년

강/중건국가 

위상제고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

2009 개정 6학년
강/중건국가 

위상제고

정과 같이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를 인구의 상승과 경제의 발전으로 다루었다.

[표 Ⅳ-22]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국제적 위상 제고 분석결과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크게 ‘국제 리더십 강

화’,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 ‘강/중건국가 위상제고’, ‘국제사회 모범적 발전 모

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국제 리더십 강화는 6차~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6차 교육

과정에서는 통일 한국의 위상을 민족의 개념과 연관시켜 ‘민족 역량’, ‘민족 정기’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중학교 3학년 <Ⅳ.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통

일 국가의 실현 (4) 통일이후의 전망>에서는 통일한국이 외교적인 역량이 증대됨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

“지질학적인면에서, 통일 한국은 분단 상황 동안 위축되었던 상황에서 벗어

나 동북 아시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과 발언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서

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한반도를 이용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 수 있는 기

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민족의 국익

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pp.258-259)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1.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1)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서는 ‘국제 리더십 강화’의 내용을 민족의 측면에서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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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국제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정

당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주

변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에 얽혀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화적인 민족 통일은 우리 민

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p.260)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Ⅱ.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 3. 민족 공

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1)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에서는 ‘국제 

리더십 강화’ 모습을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모습을 통해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 한국은 ‘자주적인 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지정학

적 위치로 인해 민족 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위협받아 왔다. (중략) 세계적인 

냉전 구조로 인한 분단과 동족 상잔의 비극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남북한 분단의 구조는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자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

는 것도 외세 의존적 통일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통일 

후에도 자주적인 민족 국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

다.”(pp.179-180)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국제 리더십이 강화’의 내용을 민족 

공동체 개념에 기초하기보다 국가의 개념으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7 개정 교

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3.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주제 4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여야 할까?>와 2009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공동

체와 도덕 03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3. 통일 한국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

까?>에서는 자주적인 통일 한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오랜만에 합쳤으니까 세계 무대에서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나라가 되

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만 잘 났다고 뽐내자는 건 아니구요.”(p.248)

“오랫동안 나누어졌던 나라니까, 통일이 되면 세계 무대에서 지금보다 당

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잘났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목소리로 우리의 주장과 권리를 제시할 수 있

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동안 분단되어서 항상 자신감을 잃고 지냈는데, 자신감 있게 당당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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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습을 보이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당당한 자신

감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럴 것으로 생각해요.”(p.222)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의 내용은 6차 교육과정에서만 제시되었다.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3. 통일 이후의 전망 (2) 국제 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에서는 통일을 통한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를 민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그 평화를 지

키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꿋꿋하게 극복해왔다.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룩하게 되는 한민족은 ‘세계 평화의 조성자’로 등장할 것이며, 그렇게 함

으로써 한반도는 ‘분단의 화약고’로부터 ‘평화 운동의 터전’으로 자리 바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p.294)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의 내용은 6차~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다루었

다.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3. 통일 이후의 전망 (2) 

국제 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에서는 통일 한국의 경제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셋째, 통일 한국은 국제적인 ‘경제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을 맡을 가능성

이 높다....통일 한국이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한다면 동북 아시

아 지역의 무역이나 경제 협력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1

세기에 통일 한국은 생산과 무역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과학 기술면에서도 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 세계

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가진 산업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

으로 통일 한국은 군사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잠재적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p.295)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Ⅱ.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 3. 민족 공

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3)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에서는 ‘강/중건

국가 위상 제고’의 내용을 경제, 정치, 문화의 선진국가의 모습을 통해 제시하였다.

“통일 한국에서는 단기적으로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바와 유사한 경제적인 

혼란과 정체 현상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시너지(synergy)효과

에 의하여 경제발전과 정치 발전도 이룩하여 고도의 선진 산업 국가 대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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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민족이 가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왕성한 

교육열과 근면성을 이러한 민족적 이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

다. 그리하여 통일 한국은 7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국민 총생산

이나 군사력 면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이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정치 발전

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여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선진 민주 

복지 국가가 될 것이며,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은 통일 한국을 세계적인 

문화 국가로서 거듭나게 할 것이다.”(pp.186-187)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강/중건국가의 위상’

의 내용을 인구수로 제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3.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주제 4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여야 할까?>

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4.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3. 통일 한국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까?>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8천만 명 가까이 될 거래요. 인구가 늘어나면 그

만큼 국력도 강해질 수 있는 거죠?”(p.248)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억명에 가까워지잖아요. 전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세계중심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어

요.”(p.222)

‘국제사회 모범적 발전 모형’의 내용은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

서 제시하였다. 6차,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 한국의 발전이 개발도상

국들에게 하나의 발전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3. 통일 이후의 전망 (2) 국제 사회에서의 통일 국가

의 역할>과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Ⅱ.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 

3.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3)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국가 발전의 모델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면,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이룩

한 민주화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정치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인 혼란이나 정체(停滯)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

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통하여 고도의 선진 산업 국가

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또한,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고 발전을 거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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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6차

중3 국제 리더십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정치적 

통일편익

고1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

국제사회 모범적 

발전모형

7차 고1

국제 리더십 강화

국제평화지대 

이미지 제고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

국제사회 모범적 

발전모형

2007 개정 중2

국제 리더십 강화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

2009개정 중2

국제 리더십 강화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

면 국제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발전 모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

으로 통일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후진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가교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많은 후진국들이 한국의 발전 모

형을 따르려 할 것이고, 한반도는 국제 사회의 경제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pp.292-293)

“통일 한국은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있어 ‘새로운 국가 발전의 모형’이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후진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그로 인해 많

은 후진국들이나 중진국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따르려 할 것이고, 한반도

는 동북 아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경제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p.187)

[표 Ⅳ-23]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국제적 위상 제고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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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7차 초6
남북긴장 완화 

효과

전쟁위험 해소
정치적 

통일편익
2007 개정 초6

남북긴장 완화 

효과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

2009 개정 초6
남북긴장 완화 

효과

② 전쟁위험 해소

초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부터 전쟁위험 해소를 제시하였다. 초등학

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전쟁위험 해소를 ‘남북긴장 완화 효과’와 ‘동북아 긴장 완화 효

과’로 제시하였다. 

‘남북긴장 완화 효과’는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8. 평화 통일의 길>에서는 

“전쟁의 위험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p.117)로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

학교 3학년 < 5. 우리는 하나가되고 싶어요 1. 우리는 하나였는데>에서는 “통일아 너

는 좋겠다. 다툼도 없어지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p.93)로 간

략하게 제시하였다. 2009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4.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 

1. 통일한국을 꿈꾸며>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p.87)로 제시하며 전쟁위험 해소로 생겨나는 평화를 편익으로 

나타내었다.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5. 통일 한국을 향

하여 1.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세계평화’(p.89)로 

간략하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전쟁위험 해소의 편익을 주로 분단 비용의 측면에서 

‘분단으로 인해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

다.

[표 Ⅳ-24]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전쟁위험 해소 분석결과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는 6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전쟁

의 위험의 해소로 인한 편익을 ‘남북긴장 완화 효과’와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를 통

해 다루었다. 

‘남북 긴장 완화 효과’의 내용은 6차,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6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Ⅳ.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통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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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 (1)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서는 주로 분단비용의 측면에서 이를 

다루었다.

“남북 통일은 전쟁을 막고 민족 번영을 약속하는 길이다. 남북한은 서로, 군

사적인 훈련은 말할 것도 없이, 상대방을 겨냥한 정치적 언급을 할 경우에

도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긴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북한의 핵 

문제가 크게 고조되었을 때, ‘서울 불바다’라는 북한측 대표의 말이 일순간 

한반도 전역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쟁에 대

한 공포는, 우리 민족이 겪은 50여 년 간의 분단 상황과 6.25 전쟁이라는 동

족 상잔(同族 相殘)의 아픈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pp.242-243)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 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주제 4 우리의 소

원은 통일~ 나의 소원도 통일?>에서는 ‘남북긴장 완화 효과’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

시하기 보다는 평화의 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평화가 자리잡게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다 보면 마음도 평화로워져서 크

고 작은 사회적인 갈등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

고 부르며 부러워하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전쟁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행복하

게 살 수 있지 않을까?”(p.191)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3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

요성 3.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에서는 “전쟁이 일어날까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p.202)로 ‘남북긴장 완화 효과’를 6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 비해 축

소하여 다루는 모습이 나타났다.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는 6차,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6

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Ⅳ.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통일국가의 실현 (1)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남북 통일은 동북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현재 동북 아

시아 지역은 남북한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중국 타이완의 긴장 등으로 

아직도 냉전의 틀에 묶여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이 군사적 대치 상

태를 풀고 화해와 교류를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그것은 동

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실현에도 기여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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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p.243)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1. 민족의 삶과 통

일의 필요성 주제 4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의 소원도 통일?>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3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3.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에서는 교류를 통한 평화의 모습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긴장해소'

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특이점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평화의 달성이 각국에

게 이익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과정에서 평화의 길은 더욱 단단해지게 된다. 

빈번한 교류가 있을 때 서로 협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그 과정

에서 이념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된다. 중

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 평화의 길을 함께 나누

게 되는 것이다.”(p.193)

“통일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열리게 됨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과정에서 평화의 길은 더욱 단단해진다. 남북한 간에 빈번한 교류가 

있을 때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통일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닫혀 있는 벽을 허물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

러 나라가 이 평화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다.”(p.204)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Ⅲ. 세계평화와 인류애 2.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실천>에서는 전쟁위험성 해소의 편익이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북 분단과 그로 말미암은 갈등은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에서 

미·일·중·러 강국들 사이에 긴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래서 남

북한 간의 평화 정착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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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6차 중3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

전쟁위험해소
정치적 

통일편익

7차 중2 남북긴장 완화 효과

2007 개정

중2 남북긴장 완화 효과

중3

남북긴장 완화 효과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

2009 개정 중2

남북긴장 완화 효과

동북아 긴장 완화 

효과

[표 Ⅳ-25]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전쟁위험 해소 분석결과

(3) 사회적 편익

① 인도적 편익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인도적 편익을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로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내용을 7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제시하였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 4학년 도덕 교과서에서

는 통일이 되면 좋은 점에서 민족이 얻는 것을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다’(p.98)

고 표현하며 이산가족의 만남을 편익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의 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 다루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4학년 <1. 함께하는 마음>에서 통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얻는 것을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p.98)라고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5. 통일한국을 향하여 3. 

통일한국, 변영의 길>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그림에서 통일 한국

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p.100)가 된다고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4.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 1. 통일한국을 꿈꾸며>에서는 통일 한국

의 모습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통일 한국이 될 거야”(p.87)라고 

제시하며 민주주의를 통한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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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7차
3학년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편익 사회적 편익

6학년

2007 개정

4학년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6학년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2009 개정 6학년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표 Ⅳ-26]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인도적 편익 분석결과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인도적 편익을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

화 촉진’, ‘국민 복지’로 제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의 내용은 6차~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중학

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이산가족의 문제를 중학교에서는 인간적인 삶의 문제의 해결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의 사례로 6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Ⅳ. 민족의 통

일과 한국의 미래 2. 통일 국가의 실현 (1)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서는 이

산가족의 문제 해결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남북 통일은 인륜(人倫)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산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과 친

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천륜(天倫)의 영역이다.”(p.243)

고등학교에서는 이산가족의 만남을 민족의 성원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인도주의적 차

원에서 제시하였다. 7차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Ⅱ. 바람직한 국가·민족 생활 4. 남

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1) 통일의 의의>에서는 이산가족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통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분단에 따른 민족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1천만이 넘는 이산 가족

들은 혈육 간의 생이별을 참고 지내야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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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의 내용은 6차~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제

시하였다. 

6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Ⅳ.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통일 국가의 실현 

(1)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4) 통일 이후의 전망>에서는 남북통일이 자

유와 인권을 신장하여 북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남북 통일은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는 길이다.... 따라서, 북한 동포들을 우리의 

품안으로 끌어들여 그들에게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같은 민족으로

서 우리의 도리가 아닐 수 없다.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에서 복종과 노예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

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류애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임에 틀림없

다.”(pp.243-244)

“정치적인 면에서, 통일 한국은 그 동안 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

약한 중요한 요인이 해소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 보장이 실현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 주민은 민주적인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잇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복지 사

회의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 북한 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p.259)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3. 통일 이후의 전망 (1) 통

일 국가의 미래상>에서는 통일의 미래상을 당위적으로 제시하며 통일이 남북한 주민

의 민주주의적 삶이 보장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에서는 

민족 성원들이 각자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억압되었던 민족 정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pp.288-289)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Ⅱ.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 3. 민족 공

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1)민족 공동체의 당면과제와 해결>에서는 6차 교육

과정의 내용과 유사하게 ‘남북한 지역 민주화 촉진’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통일 한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민주 국가’가 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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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속적이면서 보편적인 이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정치 이념은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인간답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적 삶이 보장되는 정치 형태가 되어야 하겠다.”(pp.180-181)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Ⅲ.세계 평화와 인류애 2.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천 주제 3. 남북한 평화와 상생의 길>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의 편익이 북한 사람

들의 인권 상황 개선과 연결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서 통일을 이루어 가면 북한 사회도 좀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들의 인권 

상황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p.166)

그리고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의 편익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중 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당위적으로 제

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007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3.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 주제 4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 여야 할

까?>에서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서로가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모습으로 나타내

었다.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북한 사

람, 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터를 찾아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p.248)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3 분단의 배경과 통일

의 필요성 3.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에서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사이

의 차별이 없어야 함을 2007 개정 교육과정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

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남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받지 않는 날, 

모두가 자기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

어요”(p.222)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정

의로운 민주 국가, 평화와 복지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실현하는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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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 한국은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세

계인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p.223)

‘국민복지’와 관련된 인도적 편익의 내용은 6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부터 제시되었

다. 6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Ⅳ.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통일국가의 실현 

(4) 통일 이후의 전망>에서는 “통일은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

포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p.259)라고 이야기하며 통일이 북한 주민

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6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Ⅳ.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통일국가의 실현 (4) 통일 이후의 

전망>과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3. 통일 이후의 전망 (1) 통일 국

가의 미래상>에서는 국민복지의 편익을 당위적으로 서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 한국은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나라의 번영과 개인, 그리고 세계

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경제적 풍요를 토대로 증대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민족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복지 제도가 

정착된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진정한 민족 통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

다. 따라서, 풍요로운 통일 국가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

다. 이러한 풍요로운 기반 위에서 통일 한국은 세계 모든 나라의 민족과 호혜와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속의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p.261)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정의로운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 사회 생활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과 형평

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생활과 건강 수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p.289)

그리고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3. 통일 이후의 전망 

(1)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서는 국민복지의 편익의 당위성을 정치, 경제적인 맥락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정의로운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 사회 생활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과 형평

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생활과 건강 수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사회·경제적 발전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

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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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6차

중3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편익 사회적 편익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국민 복지

고1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7차 고1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국민 복지

(富)의 분배나 상대적 빈곤에 따른 집단과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p.289)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Ⅱ.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 3. 민족 공

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1)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에서는 6차 교

육과정의 내용과 유사하게 ‘국민복지’의 내용을 당위적으로 제시하였다.

“통일 한국은 ‘정의로운 복지 국가(welfare state)’가 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을 

달설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바로 민족 성원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복지 국가의 모습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다시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성

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 국가야말로 통일을 이루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며, 민족을 통합시켜 주는 물질적 토대가 되는 것이

다.”(p.181)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3.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주제 4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여야 할까?>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

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4.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3. 통일 한국의 미래상은 어떤 모

습일까?>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닐까

요?”(p.248), “차별도 없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p.222)로 국민복지의 편익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표 Ⅳ-27]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인도적 편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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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중2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국민 복지

중3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2009 개정 중2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국민 복지

②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편익

초등학교에서는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편익을 ‘학술교류’,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 

‘문화콘텐츠 개발 효과’로 제시하였다.

‘학술교류’의 편익은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나타났

다.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8. 평화 통일의 길-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을 통해 남북이 “학문, 기술, 정보 등을 교환하며 함께 번영 할 것입니

다.”(p.117)이라며 이를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4

학년 <4. 둘이 아닌 하나되기 3. 통일의 꿈을 준비해요>에서는 “북한 역사학자와 함

께 고구려 유적지를 찾겠습니다.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힘을 합친다면 고구려의 역사

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p.97)라고 이야기 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통일을 통한 

학술교류의 편익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는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3. 통일 한국, 번영의 길>에서는 “남북한의 멋

진 문화를 발전시켜 문화강국이 될 거야. 우리 민족이 훌륭하게 가꿔 온 문화를 전세

계에 자랑하고 싶어”(p.101)라고 통일을 통한 민족정체성 확립효과를 보여주었다. 그

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1. 통일한국을 꿈꾸며>에서는 통일 한국

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해보는 활동에서 통일을 통해 ‘전통문화가 발달할 것’(p.87)

이라고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 개발 효과’의 내용은 7차, 2007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제시되 

었다. 7차 초등학교 6학년 <8. 평화 통일의 길>에서는 “남북한이 함께 영화, 음악 등

을 제작하고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p.117)라고 말하며 남북한 교류를 통한 미래상을 

짧게 다루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4학년 <1. 함께하는 마음>에서는 통일

을 문화적으로 얻는 것에 대한 질문에 “우수한 문화 예술을 꽃피울 수 있습니

다.”(p.98)라고 제시하며 통일을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3. 통일 한국, 번영의 길>에서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가 되고, 문화와 예술이 크게 발전합니다.”(p.100), “남북한의 멋진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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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6차 초6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

학술·문화·체육 발전 사회적 편익

7차 초6
학술교류

문화콘텐츠 개발 효과

2007 개정
초4

문화콘텐츠 개발 효과
초6

2009 개정
초4 학술교류

초6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

발전시켜 문화강국이 될 거야. 우리 민족이 훌륭하게 가꿔 온 문화를 전세계에 자랑

하고 싶어”(p.101)라고 통일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효과를 제시하였다.

[표 Ⅳ-28]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편익 분석결과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편익을 ‘민족정체성 확립 효

과’와 ‘엘리트체육 통합 효과’로 제시하였다.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는 6차 교육과정,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

서 제시되었다.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3. 통일 이후

의 전망 (2) 국제 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에서는 통일을 통한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 한국은 태평양 공동체의 문화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

다.... 통일 한국 시대에 한민족은 다양한 외래 문화와 우리 문화를 조화시켜 창

조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남북 분단에 고통과 희생이 컸

지만,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를 바

탕으로 하여 대륙과 해양 문화, 동양과 서구 문화, 그리고 전통 문화와 현대 문

화 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재창조하게 된다면 통일 한

국은 문화의 전파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 한민족은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고, 한반도는 세계적인 문화적 보

고(寶庫)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꿈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이상인 것이다.”(pp.294-295)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3. 통일 이후의 전망 (1) 통일 국가

의 미래상>에서는 통일국가의 문화적 독자성을 당위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도덕 

교과서에서는 경제의 논리보다는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여 통일한국이 정신적으로 풍

요로운 국가가 되어야함을 당위적으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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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풍요로운 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융화시키면서 문화적인 독자성을 계승해 

왔다.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여 겪게 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문화적

인 고유성만은 상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통일 한국은 우리 민족 유구

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일제의 압제와 남북 분단으

로 왜곡된 문화적 정체성(停滯性)과 이질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질보다 정신

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제적 논리보다 문화적 가치의 논리가 존중되

어야 한다. 특히,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심화된 민족의 이질성 극복을 위해 

우리의 유구한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성숙된 국민적 문화 역량을 발휘

해야겠다.

반면에 21세기의 문화 시대에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로움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문화 대국(文化大國)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

화적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지 못한 국가는 그 흡인력이 강한 국가에 예

속되어 문화 식민지로 전략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p.291)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6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축소하여 문화적인 내용을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Ⅱ.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

국의 모습 3.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1)민족 공동체의 당면과제와 

해결, (3)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에서는 6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와 마찬가

지로 문화의 발전을 편익의 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당위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 한국은 ‘수준 높은 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 21세기의 국가 정체성이나 

경쟁력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문화는 국

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의 위력은 대단하다.”(p.182)

“통일 한국은 ‘문화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이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동서 문화를 잘 조화시키고, 우리가 가진 유·

무형의 문화 유산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우리도 문화의 세기가 될 

21세기에는 문화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p.189)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1. 민족의 삶과 통

일의 필요성 주제 4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의 소원도 통일?>에서는 당위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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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6차 고1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

학술·문화·체육 발전 사회적 편익

7차 고1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

2007 개정 중2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

2009 개정 중2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

엘리트체육 통합 효과

서술을 배제하고 ‘민족 정체성 확립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남한과 북한 사회가 통합됨으로써 문화와 예술도 더욱 발전 할 수 있다. 드라

마를 통해 상상하기만 했던 고구려와 발해의 흔적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북

한 사람들도 남한 땅 이곳저곳에서 조상들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

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전통을 되찾고, 문화와 예술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p.191)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3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

요성 3.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축소

하여 ‘민족정체성 확립 효과’를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우리가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면 조상들이 남긴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직접 찾아 배우고 익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전통을 되찾고 문화와 예술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

다.”(p.203)

‘엘리트체육 통합 효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서 제시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3 분단의 배경과 통

일의 필요성 3.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에서 “통일 한국팀이 월드컵에서 우

승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웃음을 지을 수도 있고”(p.202)로 엘리트체육 통합효과를 

제시하였다.

[표 Ⅳ-29]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편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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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7차 3학년 여행 기회의 확대

생활공간 확대 사회적 편익

2007 개정 4학년 여행 기회의 확대

2009 개정 6학년

여행 기회의 확대

거주지 선택 

기회의 확대

③ 생활공간의 확대

초등학교에서는 생활공간 확대의 내용을 7차,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

서에서 다루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여행 기회의 확대’를 통해 생활공간 확대의 내용을 다루었다. 7차 

초등학교 3학년 <5. 우리의 소원>에서는 “북한의 금강산으로 백두산으로 소풍을 갈 

수 있는....”(p.93)라고 제시하며 통일을 통해 사람들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

음을 나타내었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여행 기회의 확대’를 통해 생활공간 확대의 내용을 다루

었다. 초등학교 4학년 <2.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에서는, “아빠는 통일이 되면 기차

를 타고 가서 금강산에 가서 일반 이천 봉을 보고 싶다고 했다, 엄마는 통일이 되면 

평양에 가서 유명한 냉면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언니는 통일이 되면 책에서 본 선죽

교에 가고 싶다는 데”(p.114)라고 이야기 하며 통일을 통해 생기는 ‘여행 기회의 확

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여행 기회의 확대’와 ‘거주지 선택의 기회의 확대’의 내용

을 통해 통해 생활공간 확대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4. 둘이 아닌 하

나 되기 1. 우리는 하나에요>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였던 동일한 시를 

제시하여 ‘여행 기회의 확대’를 다루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4. 평화통일을 향

한 발걸음 1. 통일한국을 꿈꾸며>에서는 통일 한국의 모습을 상상한 그림을 제시하며 

“야호 이번 현장학습 장소는 평양이야.... 휴전선이 없어지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해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어요.”(p.86)라고 나타내며 육로를 통한 국내 여행 및 

세계여행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또한 같은 단원에서 “함흥에서만 살다

가 서울로 이사하려니 마음이 설레어요.”(p.86)라고 제시하며 통일을 통한 ‘거주지 선

택의 확대’를 다루는 모습도 보였다.”

[표 Ⅳ-30]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생활공간의 확대 편익 분석결과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통일을 통해 생겨나는 ‘여행 

기회의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Ⅲ.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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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2007 개정 중2 여행 기회의 확대
생활공간 확대 사회적 편익

2009 개정 중2 여행 기회의 확대

과 민족 공동체 윤리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주제 4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의 

소원도 통일?>에서는 ‘여행 기회의 확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배나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나 자동차를 타고 대륙으로 열린 길을 이용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가까운 예로 고등학생이 되었

을 무렵 열차를 타고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난 모습을 그려 볼 수도 있을 것

이다.”(p.193)

또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해외여행의 사례에 더해 북한 여행의 사례를 통해 

2007년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여행의 편익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학교 2학년 

<Ⅲ.공동체와 도덕 03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3.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

유는?>에서는 북한 여행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북한 땅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을 거에요. 

통일이 되기 전에는 백두산에 가려고 해도 중국을 통해서만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등 북한 곳곳에 퍼져 있는 명

산과 여러 문화 유적지를 육로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겠지요. 수

학 여행지나 휴가 장소를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겠네

요.”(p.205)

[표 Ⅳ-31]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생활공간의 확대 편익 분석결과

④ 민족 정체성 회복

초등학교에서는 통일을 통한 민족 정체성 회복에 관한 내용을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민족 정체성 회복의 편익을 ‘역사적 정체성 회복’

으로 다루었다. 초등학교 3학년 <5. 우리의 소원>에서는 “같은 조상을 섬기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가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도와주면서 살아간다면 

큰 힘이 될 거야”(p.88)라고 민족 정체성 회복의 내용을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9. 한 마음으로 평화 통일을>에서는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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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7차
초3 역사적 정체성 회복

공동체 형성 사회적 편익초5 역사적 정체성 회복

2007 개정 초6 민족동질성 회복

은 우리 민족의 마음을 이어주고,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을 되살려 주는 주춧돌입니

다.”(p.112)이라고 말하며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민족 정체성 회복의 편익으로 나타

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민족동질성 회복’로서 공동체 형성의 편익

을 다루었다. 초등학교 6학년 <3. 통일 한국, 번영의 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다

루었다.

“남북한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서로 

맞춰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야.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 한국에서 갈등

을 극복하고 화합해 가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싶어”(p.101)

[표 Ⅳ-32]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민족 정체성 회복 분석결과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공동체 형성의 내용을 6차~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다루었다. 6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공동체 형성의 내용을 ‘민족동질성 회복’

과 ‘역사적 정체성 회복’으로 다루었다. 6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Ⅳ. 민족의 통일

과 한국의 미래 2. 통일국가의 실현 (1)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서는 ‘민족

정체성 회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남북 통일은 민족 문화를 통합하는 길이다. 분단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의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각 부문은 상당히 이질화되어 민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우

려를 낳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하다 보

니, 언어나 생활 풍습, 그리고 사고 체제에서 많은 민족의 이질화 현상이 누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족의 이질화 현상으로 인한 민족 정체성의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민족적 과제임에 틀림없

다.”(pp.241-242)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1.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1)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서는 ‘역사적 정체성 회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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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

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

아왔다. 특히, 우리는 통일 신라 이래 1300여년 동안 통합된 국가 형태를 유지

해 왔으며, 다른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지키고 저항하면서 독자적인 민족 문화와 체제를 존속시켜 왔다. 이렇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주성과 통일성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이 원하지 않는 분단 상

태에서 동족 간의 대립과 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p.258)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도 공동체 형성의 내용을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민

족동질성 회복’으로 다루었다.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Ⅱ.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 1.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3) 민족 분단의 극복 방향>에서

는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민족동질성 회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일은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

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

아왔다. 특히, 우리는 통일 신라 이래 1300여 년 동안 통합된 국가 형태를 유

지해 왓으며, 다른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에도 불구하과, 민족적 자주

성을 지키고 저항하면서 독자적인 민족 문화와 체제를 존속시켜 왔다. 이렇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주성과 동일성을 지켜온 우리 민족이 원하지도 않는 

분단 상태에 동족 간의 대립과 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pp.124-125)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

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동질적인 문화와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통일 

국가를 유지해 온 우리 민족은 동족이요, 형제임에 틀림없다....그러므로 민족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절

실히 필요한 과제이다.”(p.125)

2007,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는 같은 내용으로 공동체 형성의 내용을 ‘역

사적 정체성 회복’과 ‘민족동질성 회복’으로 다루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

학년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1.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주제 4 우리의 소

원은 통일~ 나의 소원도 통일?>에서는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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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코딩 범주 형성(하위범주)
추상화

(주범주)

6차

중3
역사적 정체성 회복

민족 정체성 회복 사회적 편익

민족동질성 회복

고1
역사적 정체성 회복

민족동질성 회복

7차 고1
역사적 정체성 회복

민족동질성 회복

2007 개정 중2
역사적 정체성 회복

민족동질성 회복

2009 개정 중2
역사적 정체성 회복

민족동질성 회복

“무엇보다 통일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도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 

남북한이 이렇게 나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처럼 

통일은 역사를 새롭게 바로잡는 것인 동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라

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p.190)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남북의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일은 필요하

다. 어떤 이는 남과 북이 서로 달라져서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다. 하지만, 생김새도 비슷하고 말도 통하는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

일 수 밖에 없다. 차이점보다는 닮은 점이 더 많은 그들과 더불어 살지 못한다

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p.190)

[표 Ⅳ-33]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민족 정체성 회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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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교육에 나타난 통일편익의 특징

1) 통일편익 개념의 협소함

통일교육에서는 경제적인 편익과 정치적인 편익에 집중하여 통일편익 개념을 협소하

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에서는 경제적 편익인 ‘경제통합’의 편익과 정치

적 편익인 ‘국제적 위상 제고’의 편익은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내용을 서술하였지만, 

사회적 편익의 내용은 간략하게 다루거나 그 내용을 피상적으로 다루었다. 

초기 경제통합의 편익은 추상적으로 제시되었다. 1993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경제

통합의 내용을 ‘민족의 상승적 발전’으로, 1998년~2002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민

족의 균형적 발전과 번영’으로 나타내며 경제통합의 편익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다루

었다. 중간 시기인 1995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경제통합의 편익을  ‘산업 및 생산요

소의 보완성 증대’,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의 감소’로 다루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부터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경제통합의 편

익을 ‘시장의 확대’로 제시하였고, 2004~2005년에는 ‘시장의 확대’, ‘교역 증대 및 물

류비용 절감’, 2006~2016년에는 과거 내용에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의 개

념을 추가하여 경제통합의 편익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내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제적 위상 제고의 내용도 초기에 비해 발전되어 제시되었다. 1993~2004년까

지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통일을 통한 국가적 위상을 ‘국제 리더십 향상’, ‘국제평화

지대 이미지 제고’로 한정하여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6년부터 통일교육지

침서에서는 국제적 위상 제고의 내용에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의 개념을 추가하여 

통일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의 

개념은 통일을 통한 영토 확장, 인구수 증가, 경제발전 등을 보여주며 통일한국의 미

래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데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교육에서 사회적 편익의 개념은 양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으며, 내용

적인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인도적 편익의 내용은 양적으로 

많이 서술되었지만 내용적인 발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은 내용의 양이 

점차 축소되었으며, 내용의 구성도 초기 내용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남북한 지역

의 민주화 촉진’은 다른 편익 개념에 비해 그 내용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모습을 보였지

만, 대부분 당위적인 요청에 근거하여 편익의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학술·문화·체육 발전 편익은 내용적으로 부실한 모습이 나타났다. 통일교육지침서에

서는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내용을 2010년에서만 다루었으며 이도 문화적 콘텐츠 개

발 효과로 국한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덕 교과서에서는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내

용을 6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까지 서술하였지만 이를 민족

정체성 확립 효과로 축소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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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의 확대의 편익은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 교과서간 내용요소의 질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2011~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생활공간의 확대의 내용을 ‘여행 기

회의 확대’, ‘거주지 선택의 확대’, ‘결혼기회의 확대’를 통해 나타내며 이를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도덕 교과서에서는 주로 ‘여행 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생

활공간의 확대의 내용을 협소하게 다루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도덕 교과

서에서는 ‘거주지 선택의 확대’의 내용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그 내용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2) 통일편익 개념의 양적접근

과거의 도덕 교과서에서는 ‘바람직한 통일 한국인상’,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모습’ 

등을 통해 통일이 윤리적인 개인의 성장과 질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나

타내고자 하였다. 6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는 경제적 편익을 ‘경제성장을 통한 민주

복지국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도와가며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제시하

며 통일을 통한 경제적 성장을 양적 성장만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6차 교육과정 

고1 윤리 교과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질보다 정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제적 논리보다 문화적 가치의 논리가 존중되어야 한

다.”(p.291)한다고 말하며 질적으로 높은 통일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6년 이후 통일교육지침서와 2007, 2009 개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의 통일편익을 양적인 이익으로 다루는 모습이 나타났다. 우선 통일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대부분 돈의 개념을 통해 제시되었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경제적 편익을 

‘물류비용의 감소’, ‘전쟁비용의 감소를 통한 투자비 전환’을 통해 제시하며 통일이 불

필요한 비용의 축소를 발생시킴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2007 개정교육과정 도

덕교과서에서는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나타내며 통일을 통해 막

대한 돈을 얻을 수 있음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북한에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이나 광물 자원도 있

어”(p.94)라고 말하며 경제적 편익을 자원개발을 통한 이익창출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적 위상 제고의 관련한 내용도 양적 성장에 기초하여 제시되는 모습이 나

타났다. 2006년부터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경제적 성장을 통해 통일한국이 ‘동북아 

번영을 주도하며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것’(p.28)이라고 제시하며 국제적 위상을 경제

적 위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2010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국가의 모습을 

‘인구수 증가’, ‘국가브랜드 순위 향상’, ‘국가선진화 지수 향상’을 통해 다루며 통일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모습을 수치로서 나태내기도 하였다. 도덕 교과서에서도 통일이 

경제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구체적인 수

치를 통해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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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면서 우리나라 영토와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도 더 발전했어....통일 후 인구가 

약 7100만 명으로 늘어나 세계 18위 인구 규모가 되었어.”(p.107)라고 말하며 통일의 

미래상을 국가 경쟁력 신장으로 서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3) 통일편익 수혜대상의 변화

1993~2003년 통일교육지침서와 6, 7차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편익의 대상을 주로 

민족과 국가에 두었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민족경제의 번

영’, ‘민족역량 발전’, ‘통일한국의 지위 향상’으로 사회적 편익을 ‘민족공동체의 만남

과 고통 해소’와 ‘민족공동체의 문화적 향상’으로 제시하며 민족의 측면에서 통일편익

을 다루었다. 또한 6, 7차 도덕 교과서에서도 경제적 편익을 ‘민족 번영’, ‘민족 경제

의 번영과 발전’, ‘국가 경쟁력’으로, 사회적 편익을 ‘민족정기 회복’, ‘민족의 성원 모

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 국가’,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 보장’ 등으로 제시하며 

통일편익의 대상을 민족과 국가의 측면으로 서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4년부터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이 민족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을 삭제하고, 국가적 위상에 기초한 통일편익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2004~200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편익을 ‘국제적 지위 향상’, ‘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소’, ‘통

일한국의 세계 경제 중심지화’ 등을 통해 다루며 통일편익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다루

는 모습을 보였다. 

2007~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와 2007,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

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2007~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말하며 결

혼기회의 확대, 거주의 자유, 여행기회의 확대 등을 통일의 편익으로 서술하였다. 

2010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을 통한 학술·문화·체육 발전의 편익을 제시하며 

통일이 음악, 미술, 영화, 스포츠 등의 개발을 이끌어 개인의 풍요로운 삶에 도움을 

줄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2007,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주로 

여행에 초점을 맞추어 ‘대륙을 통한 자유로운 해외여행’, ‘북한으로 떠나는 수학여행’ 

등을 통해 개인의 편익을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이 개인에

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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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일편익 개념 적용의 효과와 한계

1. 통일편익 개념 적용의 효과

1) 통일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사고 능력 개발

과거 통일교육의 모습은 주로 덕목을 전달하는 덕목전달식 도덕수업과 유사한 모습

을 띄었다. 과거의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을 당위적인 가치로 바라보며 통일의 의미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통일교육에서는 교화와 주입의 

방식을 이용하여 국가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덕목전달식 도덕교육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가치갈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자 한계를 드러냈다. 덕목전달식 도덕교육은 획일화된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가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교육현장에서는 가치를 교사

와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이 자율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 스스로 가치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에서도 통일편익 논의를 도입하여 통일의 의미

를 학생이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편익 논의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통일 문제를 자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주어 통일의 가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교화나 주입의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제시함으로서 학생들이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편익 접근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와 연결되어 합리적인 도덕적 행위자

를 기르는 데에도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일편익 교육에서는 콜버그의 2단계 도덕

성 단계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익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통일이 자신의 욕구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여기

에 그치지 않고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편익 내용을 콜버그의 5단계 도덕성 발달 단계와 

연결시켜 통일편익 논의를 윤리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통일교육에서는 개인뿐만 아

니라 사회전체에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통일편익이 개인의 이익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덕 교과서에서는 ‘남북한 주민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일하는 모습’, ‘복지국가’, ‘부의 균등한 분배를 통한 복지정책’ 등을 제시하

며 통일이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까지 고려하는 도덕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통일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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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통일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 통일과 개인과의 상관관계 발견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독일의 정치교육이 정치적인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의 논

리로서 기능하게 하여 독일 통일에 기여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스스로 판단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화

(indoctrination)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 정치적으로 대립적이고 논쟁적인 주제

를 가르칠 때에는 교실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논쟁적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셋째, 논쟁이 되는 내용이 학생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성춘·이슬기, 2016, p.147). 이 중에서 세 번째 원칙

을 통일교육에 적용하여 보면, 통일교육은 통일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문제를 개인의 삶과 관련짓기 보다는 국가 중심의 

정치 담론을 통해 다루어 졌다. 과거의 통일담론은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통일담론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분리시켜 다루었

다. 이로 인해 통일담론은 기본적으로 항상 체제와 구조의 문제로 다루어졌고 통일담

론에서 개인은 통일과 무관한 존재로 다루어져왔다(이우영, 2002, p.74).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고 과거의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과 국가의 

측면에서 서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6, 7차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을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루어져야하는 민족의 사명으로 바라보았고,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의 통합과 국가

의 발전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1998년부터 “분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가, 통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

가 등의 물음을 던져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

도록 한다.”(통일원, 1995, p.14)라고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도덕 교과서에서 통일과 

개인 간의 상관관계는 미약하게 발견될 뿐이었다. 이와 같은 국가적, 민족적 통일 논

의는 청소년들이 통일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도 통일에 대해 실질적으로 거부감을 갖

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다(고성준 외, 2010, p.83).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을 당위적인 

접근에서 필요성의 관점으로 바꾸어 서술하여 통일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자 하였다. 2004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의 서술방식을 ‘~해야 한다’ 

식에서 ‘~할 것이다’로 바꾸어 제시하며 통일을 필요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였

다. 2005년에는 소단원 ‘통일의 당위성’의 명칭을 ‘통일의 필요성’으로 개편하여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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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이상 당위적인 접근으로서 제시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이 개인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제

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개인의 삶과 통일의 문제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2007~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투자의 활성화로 인한 고용 창출’, ‘거

주지 선택의 자유’, ‘여행 기회의 확대’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통일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7,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

서에서도 통일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현장학습을 평양으로 떠나는 모습과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유럽여행을 하는 모습을 통해 통일이 개인의 여가생활에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이 자

유로운 여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창출하여 개인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통일편익 논의는 통일의 문제를 개인의 삶과 연결시켜 통일을 체제와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았던 과거의 통일담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는 통일

의 필요성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하며 통일이 국가와 민족

의 문제인 동시에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통일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개인의 삶과 행복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3)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과거의 통일교육에서는 통일비용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윤리 교과서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해 “우리는 

통일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어

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부터 인내하고 희생할 각오와 마음의 준비를 

다지는 것이야 말로 통일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p.68)라고 밝히며 통일비

용에 대해 희생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 도덕 교

과서에서는 “통일은 우리 민족의 많은 희생과 고통, 그리고 책임 분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다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통

일에 따르는 희생과 역할 분담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p.89)라고 말하며 희생

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줄이기 위해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민족공동체에 기초한 통일비용 논의는 남한주민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할 뿐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통일비용 논의는 민족공

동체의 가치보다 자신의 손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로부터 설득력을 잃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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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만드는 원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조철호, 2011, pp.122-13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7, 2009 개정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분단비용

이 통일비용보다 크는 것을 밝히며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자 하였

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2. 통일 한국 그 이후>에서는 현재 지출하

고 있는 분단비용과 미래의 통일편익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통일비용의 문제를 다

루었다.

“우리나라는 서로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드는 분단 비용이 많단다.... 통일 비용

은 언젠가는 줄어들게 되고,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또, 북한에는 다양한 관광 

자원이나 광물 자원도 있어. 하지만 분단비용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잖

니?”(p.194)

그리고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비용을 통일편익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

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동단원에서는 통일비용이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다들 통일 비용이 엄청 날 것이라고 하지? 하지만 무기를 사기 위한 것이 아

니라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남과 북의 통합을 위해 쓰는 돈이잖아.... 사회에 필

요한 시설을 짓고, 공장을 세우는 것은 투자이지 낭비가 아니죠” (p.192)

통일교육지침서에서도 2011년부터 통일비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거에 분

절적으로 제시하였던 통일편익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통일 비용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이다’, ‘통일 비용이 분

단 비용보다 적다’, ‘통일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많다’는 논의를 통해 통일비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확립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통일편익과 분단비용의 개념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편익 개념은 통일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익

들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통일이 결국에는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분단비용의 개념은 통일

이 통일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현재의 분단상황도 막대한 분단비용을 발생시켜 

알게 모르게 분단으로 인한 손해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며,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으

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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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편익 개념 적용의 한계

1) 제국주의적 흡수통일 사고 확대

통일편익 접근은 통일을 통해 강대국으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하는 대국주의의 열망

을 숨기고 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게 정세를 위협받는 등 국제정세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 왔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부국강병의 꿈을 키워 왔으며 통일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았다(이병수, 2010, p.370). 

이처럼 통일편익 논의는 근대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통일을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발

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선건설 후통일’의 입장과 연결되며, 통일

로 인한 근대화가 사회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류길

재(2016) 전 통일부장관은 이와 같은 통일편익 논의가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경제적 

진출과 연결되어 북한을 수탈하자는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

였다.

"통일편익 논의라는 게 있다. 그런 발상이 깔고 있는 전제가 통일이 되서 경제

적 이득이 오면 누구에게 오는가. 대한민국에 온다. 이런 틀이 무엇을 의미하느

냐.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경제적 진출.... 어떻게 보면 (북한을) 수탈하자는 

것.... 통일비용에 비해 편익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 언제 나오고 어떤 

형태가 될지도 모른다. 그것을 계산한다? 쉽지 않다...."(류길재, 통일신문, 

2016)

2007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 자료에는 이러한 생각이 더욱 구체적

으로 드러났다. 도덕 교과서에서는 지하자원과 통일경제를 연결하며 ‘통일을 통해 북

한이 개발하지 못한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자’는 논의

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북한에는 약 1,100조원에 해당하는 석회석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남한의 1년 GDP가 약 1,000조 원임을 감안해 볼 때 그 양이 어느 정도인

지 실감 할 수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총 3,700조 원가량 되는데, 남

한의 총 자산의 6,000조 원임을 생각해 보면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북한과 더불어 이러한 자원을 개발할까? 남한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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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까”(p.192)

통일을 통해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자는 논의는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

인 식민지 근대화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가 근대화와 거리가 있었던 조선을 근대적 발전과 연결시켜주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학계의 주장은 분분한 것이 사실이나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식민지 수탈이 근대화의 탈을 쓰고 구조적으로 조선인들을 착취하고 수탈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는 그 목적부터 일본의 근대적 개발의 목적이 조선 사

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일본경제 속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였다. 만약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불편한 사실을 인정한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대화는 조선이 원한 것도 아니었다. 정태헌(1996)은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근대화의 개념을 단선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논의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왜곡된 근대사관에 기초하여 근대화를 오직 자본축적으로 바

라보고 민주주의의 개념을 자본축적의 개념과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경제발전이 곧 선’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여 

침략자의 수탈을 경제적 수치의 향상과 국가의 발전으로 정당화하고 말았다.

통일편익 논의에서도 통일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북한주민의 입장은 

자본주의 발전의 명목 아래 무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통일편익 논의가 통일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막연히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통

일편익 논의는 제국주의적 수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에 걸림

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독일 통일을 보더라도 자본 중심의 통일논의는 서독 자

본주의가 동독의 사회주의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동서독 주민들의 사회갈

등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최규환, 2015, p.432).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편익 논의가 ‘사회 통합을 위한 통일편익’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들을 어떻

게 해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사회통합의 가치를 모색해야 한다(박성춘·이

슬기, 2016, p.54). 통일편익 논의도 사회통합의 가치를 고려하며 통일편익이 남한학

생들 뿐만 아니라 북한학생들에게도 통용되는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

다. 남한의 입장에서만 제시되는 통일편익은 사회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통합에 걸림

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편익이 남한만 누리는 것이 아니

라 남북한이 함께 누려야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통일편익 개념을 사회 통합의 논의와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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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의 가치론적 접근 태도 결여

통일편익 논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담론이다. 한국 

사람들은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경제문제로 바꾸어 확인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을 

모든 것을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생산성과 연결되어 논하는 풍조가 만연

하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담론은 이러한 사회적 풍조에서 생겨난 개념이며 통일

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삶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이병수, 2010, 

p.371). 

현재 통일교육에서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편익도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교육에서는 비경제적 통일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라는 식으로 제시하며 통일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에서는 대부분의 통일편익을 경제적 측면으로 다루어 통일이 지니

고 있는 가치들을 그 자체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까닭은 통일편익 개념이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

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의 가치들은 비용·편익분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이나 편익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적인 요소도 잠재가격

(shadow price) 측정 혹은 간접적 측정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김동건, 2008, p.65) 기본적으로 통일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통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요소일 뿐만 아니라 양적인 금액으로 파악해

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확충하고 이러한 

가치적인 요소를 양적으로 환산하기 보다는 그 자체로 다루며 윤리적인 통일의 모습

을 지향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거의 통일교육과 같이 통일의 

가치에만 집중한다면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

일교육 연구자들은 통일이 지닌 이익뿐만 아니라 통일의 가치를 함께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통일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딜

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전통

적인 발전 목표에 더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목표를 더한 사회적 모델로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양한 층위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 강한 지속가능발전 접근은 물질적인 것에 의해 측정되는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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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Susan Baker, 2006, 

pp.33-34).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당위적

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

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속가

능한 미래를 위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편익의 문제를 윤리적인 맥락에서 바라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필요의 충족과 남한주민의 욕구 감소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남북주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

게 하여 양적으로 편중된 통일편익 논의를 질적인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편익 체감 시기의 문제

  과거 통일교육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희생과 고통을 분담할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당위적으로 이야기하며 통일을 위한 기반을 남한 측에서 미리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와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7년 개정교육과

정 도덕 교과서와 2011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문제를 ‘통일비용보

다 통일편익이 크다’는 논리로 대체하여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크다’는 논리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먼 미래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2014)

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2016년 68조원(실질 53조원)에서 2056년 357.2조원(실질 127

조원)까지 증가한 뒤 2060년엔 339.9조원(실질 115.8조원)으로 감소세로 전환”(국회

예산정책처, 2014, p.8)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일비용을 체감할 

수 있는 통일한국 GDP대비 통일비용 비중은 2016년 4.2%에서 2035년 4.8%까지 최

대로 증가하다가 2060년 2.8%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림 Ⅴ-1]과 같이 통일교육을 배우는 학생들이 통일이 된 순간부터 55년간 

통일비용을 감수해야하며, 최소 20년간 통일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도덕 교과서와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먼 미래에 발생하

는 통일편익을 제시할 뿐 초기에 발생하는 통일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모

습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통일편익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어렵게 만들어 학생

들의 통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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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통일비용 및 통일한국 GDP대비 비중 추이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4),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현재 학생들은 통일비용이 거대하며 통일비용이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2016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일

의 이미지로 통일비용을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

의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통

일을 통일비용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초5(3.3%), 초6(6.6%), 중1(7.7%), 중

2(10.2%), 중3(10.2%), 고1(12.2%), 고2(12.7%), 고3(13.5%)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례하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합리적인 사고능력이 높

아질수록 현재의 통일편익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편익 개념은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통일을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재 도덕 교과서와 통일

교육지침서의 논의대로 학생들에게 먼 미래에 투자하라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설득

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편익 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

의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토의와 토론의 방식을 통해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를 자율

적으로 논할 수 있게 하여 통일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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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통일편익 논의는 민족동질성에 기초한 통일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

다. 통일편익 논의는 학생들의 관심사와 사회적인 분위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통일

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제공해주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인 모

습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편익 논의는 통일을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경

제 발전과 연관성이 부족한 통일의 가치문제를 후순위로 미루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통일편익의 논의는 이처럼 분명한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인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편익 논의를 비

판적으로 숙고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학생들에게 통일을 경제적인 담론으

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연구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통일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 통일교육지침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통일교육에서 제시된 통일편익 개념

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6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와 도덕과 교육과정, 

그리고 1993년부터 시작된 통일교육지침서를 대상으로 통일편익에 관한 개념을 분석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도덕과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지침

서에 제시된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요소를 파악하였고, 연역적 내용분석을 통해 통

일교육지침서와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편익의 개념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한 통일편익 개념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 편익의 내용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내용이 발전하였지만, 사회적 편익의 

내용은 과거의 교육과정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모습이 나타났다. 경제

적 편익의 내용은 6, 7차 교육과정에서 ‘국방비 감축 효과’,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

완성 증대’로 다루어졌지만, 2007 개정교육과정에 들어 경제적 편익의 내용은 위의 

내용에 더불어 ‘시장의 확대’, ‘고용 확대’, ‘강/중건국가 위상 제고’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비경제적인 통일편익의 내용은 양적으로도 축소되었으며 질적

으로도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통일편익의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을 통한 양적인 이익과 성장에 치중

하는 모습을 보였다. 6,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모

습’, ‘바람직한 통일 한국인상’ 등을 통해 통일한국의 윤리적인 모습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21세기의 국가 정체성이나 

경쟁력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p.182)한다고 말

하며 미래의 통일한국이 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함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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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과서와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위와 같은 질적 성장을 이룬 통일 한국의 모습

을 보여주기보다는 통일을 통한 ‘국제적 위상 증대’, ‘GDP의 성장’, ‘교역 증대 및 물

류비용 절감’ 등을 제시하며 경제적 논의에 기초한 양적인 통일편익에 집중하는 모습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통일편익 개념에서 통일편익의 수혜대상이 민족·국가, 국가, 개인·국가 

순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다. 6, 7차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편익을 ‘민족공동체의 

역량 강화의 기회’, ‘통일한국의 지위 향상’ 등으로 제시하며 통일이 민족과 국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2004년 통일교육지침서부터 통일편익

에서 민족의 논의는 국가의 편익으로 통합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는 ‘국제적 지위 향상’, ‘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소’ 등을 제시하며 통일편익을 국가의 

측면에서 나타내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편익을 개인의 측면에

서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 교과서에서는 ‘여행기회의 확대’, 

‘거주지 선택의 확대’ 등을 제시하며 통일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여러모로 통일교육에서 다루는 통일편익의 개념은 양적·질적으로 부

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편익 개념은 경제적인 담론에 치우쳐있어 다양

한 통일편익의 범주를 다루지 못하였고, 통일의 가치를 경제적인 논리를 통해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통일편익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위

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지는 통일편익 

개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기초한 통일논의

가 필요하다. 현재 통일교육은 근대적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통일을 통한 

양적인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

념은 통일편익을 지속가능한 미래의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게 해주어 통일편익의 문제

를 윤리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남한주민의 욕구의 감소

와 북한주민의 필요의 충족간의 결합을 통해 남북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통일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통일논의는 

통일의 가치와 경제 개발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융합함으로서 통일편익 논의가 담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고 통일편익 논의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통일교육에서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일편익을 다룰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 교과서에서 비경제적 편익에 대한 내용은 양적으로 축소되었

으며 질적으로도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띄었다. 비경제적인 편익에 대한 내용은 6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그나마 그 내용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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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줄 정도로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비경제적 편익은 양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그 종류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교육에서 통일편익을 

다양한 범주를 통해 다루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통일편익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통일편익의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적으로 통일편익과 분단비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통일교육

에서는 분단비용 보다는 통일편익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통일편익은 통일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설명하여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면, 분단비용에 대한 언급은 통일을 이루지 못해 생기는 비용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높이는데 둘 중 

어떠한 논의가 통일교육에 효과적인지 양적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양적연구와 실험연구를 통해 다문화 교육의 

내용, 자료제시 방법 등에 따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밝혀져 있다. 

하지만 현재 통일교육에서는 이러한 양적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며 통일의 필

요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피상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효과적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기르는데 효과적이

고 자료제시 방법에 따라 통일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138 -

참고문헌(References)

1. 기관출판물

고성준 외 4인 공저(2010), 『청소년 대상 통일 필요성 논리 개발』, (서울: 통일부).

고정식 외 6인 공저(2004),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부(1993), 『통일교육 지도체계』, (서울: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세종특별시: 교육부).

국회예산정책처(2014),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김규륜 외 9인 공저(2011), 『통일 비용· 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김규륜 외 4인 공저(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 조사』, 2008-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

화연구원).

조동호(2011),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서울: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지침서 (학교용)』, 2005-2016, (서울, 통일교육원).

          (2016), 『2016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통일교육원).

통일원(1993), 『통일교육 기본방향』, (서울, 통일원).

통일원(1995), 『통일교육 기본방향』, (서울, 통일원).

통일부(1998),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 (서울,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2000-2004, (서울, 통일교육원).

      (2013),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5), 『박근혜정부의 통일구상』, (서울, 통일교육원).

      (2016), 『2016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7),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 단행본

고대혁 외 4인 공저(2014). 『도덕교육의 체계적 이해』, (서울: 양서원).

김구(2014),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서울: 비앤엠북스).

김동건(2008), 『비용편익분석』, (서울:박영사).

김석우·최태진(2007),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김영천·정상원(2017), 『질적연구방법론 Ⅴ』,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139 -

남궁달화(2008),  『현대도덕 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도성달(2011),『윤리학, 그 주제와 논점』,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박병기·추병완(2007), 『윤리학과 도덕교육 1』, (서울: 인간사랑).

박성춘·이슬기(2016), 『다문화시대의 통일교육』, (파주: 집문당).

박성춘(출판중),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박우룡(2003), 『전환 시대의 자유주의: 영국의 신자유주의와 지식인의 사회 개혁)』, 

(서울: 신서원).

박찬석(2006), 『통일교육의 성립과 과정』, (파주: 한국학술정보).

박찬구(2006), 『우리들의 윤리학』, (파주: 서광사).

박효종(1994),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서울: 인간사랑).

서강식(2007).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교육이론』, (서울: 인간사랑).

소병철(2008), 『합리성과 도덕성(도구적 합리성의 한 비판)』, (파주: 서광사).

이근식·황경식(2001),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헌 외 2인(1997), 『개인,공동체,교육 Ⅰ』, (서울: 교육과학사).

이지헌·김선규(1999), 『개인,공동체,교육 Ⅲ』, (서울: 교육과학사).

임용경 외 4인 공저 (2009),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파주: 양서원).

정창우(2004),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정태헌(1996),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 모순과 그 실체.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비판』, (서울: 역사비평사).

정  훈(2013), 경제학적 도구들과 사고방식은 윤리학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편, 『처음

읽는 윤리학』, (파주: 동녘).

추병완(1999), 『도덕 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2007), 『도덕 발달과 도덕 교육』, (서울: 하우).

피세진(2017),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와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 (서울: 박이정).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교육과학사).

황인표(2014), 『통일교육론』, (서울: 울력). 

Arrington,R.L. (1998), Western Eth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 MA:Blackwell 

Publisher, 김성호 역(2003), 『서양윤리학사』, (파주: 서광사).

Baker, S. (2006),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Routledge).

Schneider, H. & Schiele, S. (1996). Reicht der Beutelsbacher Konsens?, 전미혜 

역(2009),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서울: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Lamprecht, S. P. (1955),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김태길,윤명로,최명관 공

역(1986), 『서양 철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Mill, J. S. (1863), Utilitarianism, 서병훈 역(2010), 『공리주의』, (서울: 서광사).

Watt. J. (1986), Individualism and educational theory, 『개인주의와 교육』, (서울: 



- 140 -

학지사).

Raths et al(1966), Values and teaching,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가치 명

료화 이론과 교수 전략』, (서울: 철학과 현실사).

3. 논문

강구섭(2016),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도덕윤리과교육』, 

50, pp.29-54.

권무혁(2011), “통일논의 환경변화와 통일논의 발전방향”. 『시민인문학』, 21, 

pp.153-197.

권영승,·이수정 (2011),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의식”,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pp.1-38.

김경은·윤노아(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사회

과교육』, 51(1), pp.123-140.

김귀옥(2009), “세계화 시대의 열린 민족주의”, 『Trans-Humanities』, 2(1), 

pp.41-75.

김병조(2015),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통일과 평화』, 7(2), pp. 3-41

김완진(2005), “경제적 합리성과 게임이론”, 『철학사상』, 20, pp.23-44.

김재한(2007), “제 1장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정책”. 『통일전략』, 7(2), pp.7-53.

김형빈·김두남(2016), “제4장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쟁점과 과제”, 『통일전략』, 

16(3), 125-155.

문성묵(2015),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방안”. 『전략연구』, 22(2), pp.5-35.

박광기·박정란(2008), “한국의 통일ㆍ대북 정책 60년 : 회고와 전망”, 『정치정보연

구』, 11(1), pp.161-190.

박보영(2010), “청소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 학습자의 체

험을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으로 -” 『교육의 이론과 실천』, 15(2), 

pp. 69-92.

박성춘(2012), “통일교육 학술 연구 문헌 분석”, 『윤리연구』, 84, pp.275-308.

박순성(2010),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보』, 14(2), 

pp.77-104.

박주화(2017), “평화적 분단과 통일: 2017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 

통일연구원.

박효종(2001), “통일 교육 이론적 기초로서의 합리적 선택이론”,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모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3-62.

백남진(2005), “교육과정 문서에서의 교육내용 제시 방식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 141 -

학위논문.

변종헌(2012),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학교 통일교육의 진화”, 『윤리교육연구』, 29, 

pp.165-186.

      (2014), “통일대박론의 비판적 논의”, 『윤리연구』, 99, pp.123-150.

      (2016), “통일 필요성 논거의 윤리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53, pp.121-146

소병철(2005), “경제와 윤리의 충돌에 관한 고찰”, 『범한철학』, 36, p.5-36.

신동천 외 3인 (1998),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삼성경제연구소, pp.54~55.

양정훈(2007),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발전적 과제”, 『통일문제 연구』, 제48권, 

pp.373-401.

오기성(2014), “한국의 학교 통일교육 지침 분석 연구”, 『교육논총』, 34(3), 

pp.87-104.

오재호(2010), “합리적인 제도와 공리주의”, 『대동철학회』, 52, pp.45-63.

이병수(2010),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21(2), 

pp.355-388.

이슬기(2016),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내용 분석”, 『도덕윤리과교

육』, 53, pp.77-100.

이우영(2002), “제3장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비교사회』, pp.69-89.

이정전(2005), “정보와 신념,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 『인문논충』, 53, pp.65~101.

조동호(1997),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한국개

발연구원, pp.501-561.

조철호(2011),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 『한국평화연구학회』, pp.121-138.

조현주(2012), “통일비용·통일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용길(2008) “통일독일의 통일비용과 경제통합”, 『유렵연구』, 26(3), pp.1-29.

최규환(2015) “사회보장 관점에서 본 통일 – 통일 이후 사회보장 문제”, 『안암법학』, 

46, pp.425-489.

최성호(2016),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한국질적탐구학회 『질적탐구』, 2(1), 

pp.127-155. 

허문영(1999),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변천사”,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4, 

pp.113-129.

홍성국(1996), “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축과 효과”, 『통일경제』, 17, pp.79-94.

Elo, S., & Kyngäa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pp.107-115.



- 142 -

4. 초등 도덕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등학교 교과서 『도덕 3-1』, (서울:지학사).

              (2010), 초등학교 교과서 『도덕 3-2』, (서울:지학사).

              (2010), 초등학교 교과서 『도덕 4-1』, (서울:지학사).

              (2010), 초등학교 교과서 『도덕 4-2』, (서울:지학사).

              (2011), 초등학교 교과서 『도덕 5』, (서울:지학사).

              (2011), 초등학교 교과서 『도덕 6』, (서울:지학사).

교육부(1996), 『도덕 3-1』,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6), 『도덕 3-2』,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6), 『도덕 4-1』,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6), 『도덕 4-2』,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도덕 5』,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도덕 6』,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1), 『도덕 3-1』,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9), 『도덕 3-2』,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1), 『도덕 4-1』,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0), 『도덕 4-2』,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1), 『도덕 5-1』,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0), 『도덕 5-2』,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1), 『도덕 6-1』,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0), 『도덕 6-2』,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2014). 『도덕 3』. (서울:천재교육). 

      (2014). 『도덕 4』. (서울:천재교육). 

      (2014). 『도덕 5』. (서울:천재교육). 

      (2014). 『도덕 6』. (서울:천재교육)

교육인적자원부(2005), 『도덕 3-1』,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도덕 3-2』,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도덕 4-1』,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6), 『도덕 4-2』,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6), 『도덕 5』,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도덕 6』,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43 -

5.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교육부(1995), 『중학교 도덕1』, (서울:대한교과서). 

      (1996), 『중학교 도덕2』, (서울:대한교과서). 

      (1997), 『중학교 도덕3』, (서울:대한교과서).

      (1996), 『고등학교 윤리』, (서울:대한교과서).

      (2001), 『중학교 도덕1』, (서울:지학사).

      (2002), 『중학교 도덕2』, (서울:지학사).

      (2003), 『중학교 도덕3』, (서울:지학사).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도덕』, (서울:지학사).

박찬구 외 11인(2010), 『중학교 도덕1』, (서울:천재교육).

박찬구 외 12인(2011), 『중학교 도덕2』, (서울:천재교육).

박찬구 외 12인(2012), 『중학교 도덕3』, (서울:천재교육).

박찬구 외 8인(2010), 『고등학교 도덕』, (서울:천재교육).

박찬구 외 16인(2013), 『중학교 도덕1』, (서울:천재교육).

박찬구 외 16인(2013), 『중학교 도덕2』, (서울:천재교육).

6. 기사

조정훈(2016.07.08), 류길재 "통일편익론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

17344  



- 144 -

【ABSTRACT】

A study on basic unit of unification 

benefits in unification education

Jang, Dong-Kwa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d the educational meaning of unification benefits in 

unification education. The discussion of unification benefits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was effective in giving students a rational basis for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and overcoming the negative perception of 

unification costs. However, since the discussion on unification benefits is 

basically based on economic discourse, it has inherent limitations that 

make it possible to confine unification to quantitative profit. The discussion 

on unification benefits is likely to consider unification as a mea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o ignore the values of unification. 

Discussion on unification benefits has obvious advantage and limitations, 

so it is to be careful in educational application. However, unification 

education does not discuss the concept of unification benefits in depth 

accept it uncritically, making students see unification as an economic 

discussion. Researcher have become aware of the fact that the situation 

like this can give students a biased sense of unity and can even lead to 

negative perception of unification. 

In this paper, we tried to understand how the concepts of unification 

benefits are handled in unification education and to find the diction of 

correct unification education. For this purpose, we grasped the concept of 

unification benefits shown in the objectives and content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presented in ethic education curriculum and guidebook of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the concept 

of unification benefits in the guidebook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e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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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 was analyzed through the deductive contents analysis and the 

level of the concept of unification benefits presented in the same education 

was grasped in various aspects. The concept of unification benefits in 

unification education reveal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economic benefits in unification education have 

increas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ut the contents of 

non-economic benefits were either not changed or decreased quantitatively. 

Contents of economic benefits were variously presented by the effort of 

reduction of the defense expenses, enhancement of the industrial and 

production factors, the expansion of market, the expansion of employment 

and enhancement of the status of the country. However, contents of 

non-economic unification benefits has been decreased quantitatively and 

showed poor condition qualitatively. 

Second, the concept of unification benefits showed a focus on quantitative 

gains and growth over time.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past, it is 

suggested that unification can be an opportunity for qualitative growth for 

individuals and countries through desirable Korean impression and 

desirable unified Korea. However, current ethic textbook and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 showed biased aspects toward quantitative unification 

benefits by suggesting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status’, ‘growth of 

GDP’ and ‘increasing trade and reduction of logistics expenses’ for 

unification. 

Third, the discuss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in the concept of 

unification benefits has been decreased. Ethic textbook and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 put the beneficiaries of unification benefits as a nation 

and said that unification will develop the national capacity, resolve the 

suffering of the nation and restore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nation. 

However, current ethic textbook and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 present 

unification benefits in terms of individuals and n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researcher suggested the 

direction for desirable unification benefit education in unification education 

as follows. First, the appearance of unified Korea should be presented not 

only quantitative growth but also qualitative growth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Second,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present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various categor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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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 benefits, so that unification can create various benefits. Thi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ether unification benefits and division costs 

a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through 

follow-up study on the educational effects of unification benefits and 

division costs. 

    ...................................................................

Key Words : Unification benefits,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costs, Division costs, Unification, 

            Unit of unification benefits, 

            Guidebook of unification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6-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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