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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은 외적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

나가 되는 정서와 문화의 통일까지를 포함하는 통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 중심에 있는 음악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음악교과에서 효과적으로 통일·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남북이 모두 사랑하는 노래 ‘아리랑’

은 효과적인 교육적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필

요성을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평화역량을 함양하기 위

해 남북한의 아리랑류 악곡을 중심으로 하여 중학교 음악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먼저 통일·평화역량의 이해를 위해 교육에서의 통

일역량 및 평화역량을 정의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

서의 통일·평화역량의 개념을 도출한다. 이어서 통일교육과 평화교

육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한국·독일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탐

색하여 통일·평화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통일·평화역량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상호문화역량의 통

일·평화교육적 함의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일·평화역량의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음악교과에서의 통일·평화교육’에 대하여 정리한

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교육과 음악교육의 연관성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통일·평화교육에서 음악교육의 의의를 문화적, 정서적, 소통

적 측면으로 나누어 음악교육에서 통일·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하

는 이론적 근거를 탐색한다. 이어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통일·평화 관련 내용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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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음악 수업을 설계한다.

첫째, 교육의 방향은 아리랑류 악곡을 중심으로 한 남북의 음악문

화를 교육내용으로, 토의 활동을 교육방법으로 한다. 둘째 수업 전

략에서는 학습 대상에 대한 음악 발달적 특징 및 본 수업을 위해

지도시 고려할 점 등을 살핀다. 이어서 수업 단계는 디어도르프

(Deardorff)의 ‘상호문화역량에 대한 피라미드 모형(Pyramid

Model of Intercultural Competence)’을 기반으로 ‘마음열기’, ‘알아

가기’, ‘적용하기’, ‘소통하기’로 구분하고, 하브루타(harvruta), 도덕

적 딜레마(moral dilemma), 모둠 인터뷰의(group interview) 토의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셋째, 남북한의 수많은 ‘아리랑’ 중 본

수업에 적합한 제재곡으로 선정하고자, 기준을 정하여 최종적으로

구조아리랑, 본조아리랑, 진도아리랑, 온성아리랑, 영천아리랑, 통일

아리랑(남), 통일아리랑(북), 아리랑 환상곡, 아리랑(SG 워너비), 홀

로아리랑의 10곡을 선정하고 악곡에 대한 설명을 한다.

Ⅴ장에서는 남북한 아리랑 수업의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통일·평화교육으로서 ‘아리랑’의 가치를 창조성, 역사성, 문화성으

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단 역사의 흐름에 따라

수업 주제를 ‘문화적 동질성 회복’, ‘문화적 이질성 극복’, ‘통일문화

공동체 지향’으로 설정하고, 주제별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한다.

‘문화적 동질성 회복’ 측면에서는 분단 전 아리랑(구조아리랑, 본조

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제재곡으로 하여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도

록 하였으며, ‘문화적 이질성 극복’ 측면에서는 분단 이후 서로 달

라진 양상으로 발전하여 온 아리랑(남한의 SG 워너비의 아리랑,

북한의 온성아리랑, 영천아리랑, 아리랑환상곡)을 제재곡으로 하여

이질성 극복에 대한 실천의지를 함양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통

일문화공동체 지향’의 측면에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아리랑(남북 각

각의 통일아리랑, 남한의 홀로아리랑)을 제재곡으로 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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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화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통일·평화교육과 음악교육을 연결하여 수업을 설계

하였다는 점, 민족의 노래 ‘아리랑’의 통일·평화교육적 가치를 발견

하였다는 점, 아리랑의 음악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중학교 수업

에 적합한 악곡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러나 아리랑을 통일·평화교육의 수업 제재곡으로만 제한되어 아리

랑이 지닌 음악적 가치와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수업 설계 연

구가 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교육에서 통일

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자료 및 교육 방안이 더욱 개발되기를 기

대한다.

주요어: 통일·평화역량, 상호문화역량, 중학교, 음악수업, 남북한, 아리랑

학 번: 2015-2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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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은 단순한 국토·정치·제도·경제의 통합을

넘어서 통일 구성원들의 문화적·정서적 부분까지의 통합이다. 이를 위해

서로 상이한 문화에서 살아온 남북 구성원들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통

일이후의 삶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이 능력의 핵심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삶의 공간에

서 평화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평화역량(peace competency)’이라

할 수 있다. 김창환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서로의 이질성을 포용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김창환,

2016: 91), 추병완도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들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개인적 역량으로 문화적으로 상이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소통하는 데 필

요한 능력의 복합체를 의미하는 상호문화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

이라 주장한 바 있다(추병완, 2014: 359).

또한 학계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통일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용어 변화의 필요성(이동기 외, 2014; 김진숙 외,

201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통

일교육’이라는 용어에는 남북한의 상호 이해의 부족, 남북한 통합·평화교

육·민주시민교육 등의 통일관련 담론을 다양하게 담아낼 수 없는 점, 남

북관계와 국제관계의 변화가능성을 담지 못하는 점 등을 공통적으로 지

적하고 있다. 이에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남북 구성원들이 평화로

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평화교육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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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 의거하여, 도래할 통일 시대에 구성원 개개인이 지녀야 할 역량

은 통일과 평화가 결합된 용어인 ‘통일·평화역량’이라 할 수 있겠다.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에서 ‘문화·예술 차원의 교육’은 중

요한 부분이다.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

이 서로를 향한 끈을 놓지 않게 함으로서 외적 통일이 아닌 진정한 내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중심 장르 중 하나인 음악은

한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음악을 배우는 것은 그들

의 내면화된 행동, 가치관 등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통일·평화교육의 적합한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음은 북한의 문학예술사전(하)에 나온 ‘음악창작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다.

로작에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음악창

작사업에 구현하여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훌륭한

노래들을 창작하기 위한 방향, 노래의 음악형상과 연주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제시되여있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

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노래들을

더 잘 창작하며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관련한 노래들도 계속 찾아내

고 새로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93:

695).1)

위 내용을 볼 때, 북한은 음악에서 조차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

으며, 더욱이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악곡은 더욱 권장하고 있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의 사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북한 음악은

1) 이하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을 인용할 때 북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방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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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체제 하에 형성된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음악을 중학교에서 교육할 때에는 그들의 (음악)문화

를 비판적 자세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줄 수 있다.

음악교육은 통일·평화교육의 측면에서 수단으로서 필요할 뿐 아니

라, 음악교육의 측면에서도 통일·평화교육적 접근, 즉 ‘남북한 문화 중심

의 음악수업’은 교육적 의미가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 교육과정

까지 사회·문화적 맥락의 음악 학습을 점차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배우는 것이 기존의 사고와 음악 경험에 대

한 수용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

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교과의 목표로 하며, 음악 수업시간에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사회적·역

사적 맥락과 함께 학습하기를 더욱 권장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 음악이 중요하다는 위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볼 때,

북한 음악은 개량 악기, 민요를 활용한 창작 악곡 등 세계 어느 나라에

도 없는 독특한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적 가치가

있다.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단절되어 제대로 접해 보지 못했던 또 하나

의 한국의 음악을 접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민족적으로 의미가 있고,

음악적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한

민족이지만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북한의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북한

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음악적 사고와

경험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음악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통일·평화교육을 위한 음악수업을 위해 한

반도의 ‘아리랑’을 주제로 하여 수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아리랑은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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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대표하는 곡으로, 남북한이 모두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동안

즐겨 부르고 자랑스러워하는 민요로서,2) 통일·평화교육으로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악곡이다. 또한 아리랑은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불리는 악곡으로 지금도 재창조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반도의

주요 관심사인 통일과 평화를 노래할 수 있다. 즉, 사람을 통해, 세대를

통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기쁨의 역사 및 문화를 함께 공유

하여 ‘남북이 하나였던 시기의 아리랑’, 그리고 지금은 서로 다른 양상을

지니고 변화하여 온 ‘남북이 분단되었던 시기의 아리랑 ’에 대해 학습하

며, 문화의 동질적인 부분과 문화의 이질적인 부분을 경험함으로써 통

일·평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음악적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음악으로서 아리랑의 위상

과 가치에 대해 제고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

해를 바탕으로 북한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통일 이후 남북한의

문화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일조할 것을 기대한

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통일·평화 역량 함양을 위한 남북한 아리랑

수업 설계 방안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2) 남한에서는 2012년 5월에, 북한은 2014년도에 각각 유네스코에 ‘아리랑’을 등

재시켜 세계적으로 아리랑을 자랑스러운 한국의 중요한 문화 중 하나로 인정

받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대집단체조와 예

술 공연 <아리랑>을 지속적으로 행해왔으며, 이와 함께 ‘아리랑민족’ 이라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배인교, 201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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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여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

에서는 먼저 ‘통일·평화역량’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해 ‘통일역량’과 ‘평

화역량’ 관련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통일·평화역량의 개념을 도출하고,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관계, 그리고 한국·독일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탐색함으로 통일·평화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호 이질적인 문화의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상호문화

역량의 통일·평화교육적 함의를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일·평화역량에 적합한 역량의 구성요소를 관련 선행연

구들을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음악교과에서의 통일·평화교육’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

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교육과 음악교육의 연관성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통일·평화교육에서 음악교육의 의의를 문화적, 정서적, 소통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여 음악교육에서 통일·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어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통일·평화관련 내용들을 알아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음악 수업의 설계로서 음악

과 통일·평화교육의 방향과 수업 전략을 제시하고, 수업에 사용할 제재

곡의 선정 및 해설을 하고자 한다. 음악과 통일·평화교육의 방향은 교육

내용면에서 아리랑 중심의 남북한 음악문화, 교육 방법 면에서는 교육내

용을 효과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한 하브루타(harvruta), 도덕적 딜레마

(moral dilemma), 모둠 인터뷰의(group interview) 토의 활동과 음악 활

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구상하고자 한다. 수업 전략은 먼저 본

연구의 수업 대상이 되는 중학생들에 대한 음악 발달적 특징 및 이와 관

련한 지도상 유의점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수업 단계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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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량의 발달단계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시하

고자 한다. 수업에 활용할 제재곡 ‘아리랑류 악곡’은 역사적·문화적으로

통일·평화교육적 가치가 있는 곡들을 선곡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세우

고, 그에 따른 악곡을 선곡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실제적인 수업 설계를 위해 먼저, 본 수업 설계에서 중

심이 되는 주제인 ‘아리랑’의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논하고, 다음으로 3

개의 주제별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때에 2015 개정 음악

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제시하는 음악활동 영역을 고루 경험하도록

하여 다각적인 음악과 통일·평화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인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서는 분단 전 아리랑을, 두 번째

주제인 ‘문화적 이질성 극복’에서는 분단 이후 서로 달라진 양상을 가지

고 발전하여온 아리랑을,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통일문화공동체 지향’

에서는 앞으로 맞이할 통일에 대한 가사를 지닌 아리랑을 제재곡으로 한

수업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연구 요약과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 이를 토대

로 음악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둔다.

첫째,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제재곡으로서의 아리랑류 악곡은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측면에서 중학교 수준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음악 수업지도방안은 중학생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둘째, 본 연구의 교육목표에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음악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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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곡으로 여러 음악 중 남북한이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아리랑류 악

곡’으로 제한한다.

셋째, 북한 자료에 있어서는 남한에서 발행된 단행본·논문·간행물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북한 출처의 자료는 사회적 폐쇄성으로 인해 소

수의 단행본과 음원에만 제한적으로만 접근 가능하였다.

4. 선행 연구 검토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 음악 교과에서의 통일

교육 연구들과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 및 문화교육 관련 연구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통일교육 관련 연구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상호문화(다문화)3)교육 관련으로 나누어 살

3) 유네스코의 상호문화교육 지침서(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에 따르면,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라는 용어는 “민족적 또는 국

가적 뿐만 아니라 언어적, 종교적,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문화적으

로 다양한 인간 사회”를 의미하고,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이라는 용어는

“보다 역동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문화들의 상호작용”을 가리킨다(UNESCO,

2006: 17). 즉 ‘다문화적’은 여러 언어, 종교, 문화 등이 공존하는 그 자체라면,

‘상호문화적’은 상호 간의 소통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는 공통점에 중점을 두어,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이론적 배경과 본론에서는 상호문화교육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단순히 여러 문화의 어

울림을 위함이 아닌, 통일 시대에 남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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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화교육’에 관련하여 논의하면, 통일에 있어서 평화는 당연

히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평화·

통일교육,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등 평화교육을 통일교육과 동등

한 가치를 두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음의

연구들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거의 매년

발간하던 통일교육지침서를 2018년부터는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으로 명칭을 바꾼 것과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정현백

외, 2001; 추병완, 2003; 안승대, 2013; 이동기·송영훈, 2014; 윤철기,

2017; 문경호, 2018; 박찬석, 2018; 오덕열, 2018; 강수정, 2019; 강순원,

2019; 오덕열, 2019; 이인정, 2019; 유병열, 2019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함께 연구하는 경향은 2018년 국가 차원에서 통

일교육이 평화·통일교육으로의 용어 변화가 있은 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상호문화(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

에는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삶에서 남북한의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살

기위해 문화적으로 접근한 통일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해당된

다. 추병완(2014)은 상호문화역량(간문화역량)이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들

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일 역량 중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박성춘(2018)은 문화간 감수성의 통일교육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동·김병연(2019)은 북한이해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분단

의 현실에서 상호문화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상호문화교

육 접근에 따른 수업 모듈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채소린 외(2019)

는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추상적인 기대에 그치지 않고 교육통합이 되

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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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악교육에서의 통일교육 연구

통일을 대비하여 음악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한희정,

2003; 임효진, 2004; 유지인, 2006; 배인교, 2012; 승윤희, 2017; 이경언·김

진숙·김민하, 2018; 성한별, 2019; 박균열·성현영·양희천, 2010, 김진숙·박

수련·이나연, 2016; 이혜수·현경실, 2017; 이성현 ·최진호, 2018; 정한솔,

2019; 박지영, 2019 등),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통일교육 방안’으로서의

음악교육은 학위논문에서 세 편(이송희, 2007; 송시아, 2016; 이지헌,

2020), 학술지 논문에서는 한 편(박지영, 2019)뿐이다. 다시 말해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음악을 연구하거나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문

헌들은 많지만, 음악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관련 교수·학습 방안이나 교

재개발 등 실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한 이유에는 통일교육이 도덕, 사회, 국어 과목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음악교육에서의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자료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한 네 편의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송희(2007)는 통일교육의 4가지 목표 및 내용영역을 정리하고, 남북한

음악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음악교육을 통

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을 하였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북

한이해교육, 평화·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교육하고,

교육내용으로는 주체음악, 남북한 악기의 차이점, 남북한의 발성법, 남북

한의 음악용어 등이 다루어졌다. 송시아(2016)는 음악 교육에 통일교육

을 적용하기 위해 남북한의 음악교육을 비교·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

대로 학습자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6차시의 수업 과정안을 개발하였

다. 분석 결과로는 남북한 음악교육 모두 음악 표현 능력과 음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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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을 키워주는 목적은 같았지만, 남한은 음악교육을 통해 보다 풍

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북한은 음

악 예술을 통해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를 위한 혁명적 예술인의 양성

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다.

이후 음악교육에서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박지영

(2019)과 이지헌(2020)의 연구가 있는데, 먼저 박지영(2019)은 초등 교과

서에 수록할 만한 북한 민요 제재곡을 선정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

하였다. 총 10곡을 선정한 후, 각 학년군에 맞게 배치하여 통일교육 관련

활동을 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이지헌(2020)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는 음악 교육을 위해 타 교과와의 연계를 활용하여 6차시

의 음악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

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통일교육 관련 제재곡과 통일교육에 관한

타 교과의 선행연구들과 통일 교육 지침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통일 제재곡 3곡을 선정하여 타 교과와의 통합 수업지도안을 개

발하였다.

그 외에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연구된 음악교육 문헌을 보면,

2000년 이전 부터의 연구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이 남북한

의 교과서 비교·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주제별로 대표적인 연구들을 나열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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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분류

유

형
연도 연구자 연구주제

남북의

교육

비교·분석

학

위

2009 이지연 남·북한 음악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2010 윤수영
남·북한 초등학교급 음악 교과서 비교
연구

2013 박고운
북한 음악교과서 연구: 고등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중심으로

2018 이가희
남·북한 초등(인민)학교 음악 교육 및 교
과서 비교 분석

2019 성한별
남·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비교·분석:
교육과정과 음악영역별 내용 구성을 중
심으로

학

술

지

2008 성기련 남과 북의 국악교육

2015 정길영
통일한국을 위한 남북한 음악교육의 비
교연구

2018
이경언
김진숙
김민하

남북한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남한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북한

음악(교육)

에 대한

연구

학

위

2003 한희정
통일대비 음악교육을 위한 북한음악의
이해: 민요와 개량악기를 중심으로

2019 정한솔
북한의 2013년 개정 초급중학교 1학년
『음악무용』 교과서 분석

학

술

지

2003 장기범 북한 음악과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

2010
박균열
성현영
양희천

북한의 학교 음악교육 변천

2012 배인교 북한 고등중학교 민요 교육의 음악적 고찰

2016
김진숙
박수련
이나연

북한의 2013년 개정 교육과정 탐색

2017 승윤희
북한의 1학년 ‘음악’ 및 ‘음악무용’ 교과
서 내용 비교를 통한 교과서의 변화양상
연구

2017
이혜수
현경실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및 음
악교육 실태조사

<표 1>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의 주제별 분류

‘통일교육’과 ‘음악교육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한 시

사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통일교육이 ‘평화’ 개념과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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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그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변경하여 사용

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단순히 어떻게 부르는가의 문

제가 아니라 목표에서부터 내용과 방향까지의 전환을 의미하므로(황인

표, 2014: 270) 이제는 통일·평화교육에 적합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제

시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

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6)이다. 즉 통일 교육 목표에서 언급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가

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문화적으로 남북 간 이질감으로 인해 생겨나

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며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의적 필요성에 따라 분단과 통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화교육을 통일

교육과 동등한 가치에 둔 수업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는 ‘역량’ 개념과의 접목이다. ‘평화’가 통일 과정 및 이후의 삶

에서 평화를 의미한다고 할 때, 정서적·문화적 측면에서 비롯될 이질감

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맞이할 통일 시대에는 실제 발휘되는 능력, 즉 남북의 통

일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인 통일·평화역량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민족이지

만 오랜 분단으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남북한의 사람들에게는 갈

등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능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통일·평화역량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히 현 교육과정인 2015 개

정 교육과정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각 교과에서도 교과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역량이라는 개념이 특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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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임을 볼 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학교

밖의 특정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일과 평화와

관련한 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는 통일을 대비하여 음악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자료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음악교과에서 통일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 개발

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을 시행하는데 직접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논

문은 4편뿐이다. 이에 음악과에서 보다 효과적인 통일·평화교육이 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류의 악곡들을 제재곡

으로 할 것이다. 음악수업에서 한곡 또는 몇 개의 제재곡은 수업 내용으

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통일·평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제재곡으

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함께 부

를 수 있는 곡으로 아리랑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아리랑은 분단 이

전부터 분단 이후까지 함께하였기 때문에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분단 이후 서로 달라진 모습을 통해 통일의지를 함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민족의 노

래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재창조적 성격을 볼 때, 통일·평화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종합하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악교과에서의 통일교육 지도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소수의 연구마저도 ‘평화’

및 ‘역량’의 개념과 접목된 것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화와 역량

의 개념을 접목한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음악 수업의 설계 및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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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통일·평화 역량의 이해

가. 통일·평화역량의 개념

역량은 직업교육 분야에서 처음 주목되었으나, 1997년부터 2003년에

진행된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

로젝트를 계기로 학교교육에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김미숙 외, 2014; 소

경희, 2006, 2007; 윤종혁 외, 2016; 조성기, 2011).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은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캐나다의 퀘백주도 교육과

정 설계에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조성기,

2011: 2).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역량을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

용되고 있다.

최근 OECD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역량의 한계점을

인정하며, 2015년부터 DeSeCo의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Education 2030’

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다(이상은, 소경희, 2019:

141). ‘DeSeCo’와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의 역량 정의를 각각 살펴보

면, 먼저 전자에서는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이란 이름으로(OECD,

2005: 7), “단순한 지식과 기능 이상”으로, “(기능과 태도를 포함한) 심리

사회적 자원들을 끌어내고 동원하여 여러 복잡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한다(OECD, 2005: 4). 다음으로 후자에서 역량은 “단

순히 지식과 기술의 습득하는 것 이상의 개념”으로, “복잡한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OECD,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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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새롭게 진

행되고 있는 사업을 통하여 앞으로 교육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에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가

능하도록 교육내용과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학교 통일·평화교

육도 통일 과정과 이후의 삶에서 통일시민으로서 실제적으로 발휘해야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4)에서 이러한 역량의 개념 및 방향성은 같은 맥락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평화역량5)의 정의는 무엇일까. 교육 분야에서 통일·

4) 실제 학생들의 2019년 통일의식조사(통일부 통일교육원)를 보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pp. 96-98), 북한과 화합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pp. 84-86)의 생각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학생들이

이들과 화합할 수 있을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질감이 느껴지는

북한 주민들과 평화적인 삶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즉, ‘무엇을 아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진 질문이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역량’ 중심 교육이 될 수

있다.

5) 통일·평화역량과 관련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통일·평화역량 관련 용례>

용어 출처 의미

통일·평화교육 김진숙 외(2018) 평화교육을 강조하여 통일교육 내며의 외연을 확대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원(2018)
통일교육의 성격, 목표에 ‘평화’용어를 포함시켜

‘평화’를 ‘통일’과 통일한 가치로 여김.

이동기 외(2014)
통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화

교육과 결합한 용어

통일평화
서울대통일평화

연구원

통일과 평화를 우리 민족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

제로 인식하고 통일 및 평화실현 과정에서 해결해

야 할 다양한 문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평화통일교육
경기도교육청

(2018)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

록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평화교육을 접목

통일부 통일교육원을 비롯하여 평화·통일교육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지만, ‘평화’의 의미가 통일을 수식하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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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역량에 대해 하나로 합의된 정의는 없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통일역량’과 ‘평화역량’, 또는 ‘통일·평

화’와 관련한 문헌들에 대해 살펴보고 공통점을 토대로 통일·평화역량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통일과 평화에 대하여서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통일 및 평화’와

관련한 역량 관련 연구들 중 정서적·문화적 측면에서의 논의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통일역량과 관련하여, 노희정(2018: 200)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

일이 사회·문화적 통합을 의미한다고 할 때 사람 중심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통일역량에 대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 이전과 이후의 과정에서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서, 혹은 도덕적 인

간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할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일상생

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라 설명한다. 이들 모두 평화에 대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평화역량이 기저에 깔

려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언급된 통일역량은 완전한 수행이라고 보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화에 대한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통일역량에 대해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조정아(2018: 34)는 통일에 있어서 핵심역량으로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평화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능력, 장기간적으로 인식해

왔던 상대방에게 말을 걸고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갈등을 조화롭고 평화

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미래의 남북한의 공존과 공동번영, 더 나아가

서 인류공동체, 동북아 지역공동체 속에서 남북한이 정치·사회·경제적 공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이 결합함

을 보여줄 수 있는 용어로서 통일·평화교육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

과 평화 사이에 점(·)을 찍는 것은 두 용어가 분리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

나, 서로 상호보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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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를 구상하고 실현해나갈 수 있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 다름에 대한 수용, 공감,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 등을 중요한 가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연창호(2016: 2)는 통일 역량을 “통일을 달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힘

으로 인간 특성의 어느 한 측면에 편중된 것이 아닌 총체적이고 조화로

운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창식·황연경(2016: 36)은 “다가올 통일 사

회를 대비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통일 관련 지식, 기술, 능력 및 특성”

으로 정의한다. 연창호와 이창식·황연경은 통일역량을 인지적, 정의적, 행

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지

만, 평화적 요소를 주된 가치로 여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평화역량에 대한 논의를 한 학자들로서 독일의 평화학자

크릐스토프 볼프(Christoph Wulf)는 평화역량에 대해 “의식을 바꿔 매일

매일의 전쟁 및 폭력과 싸우고, 우리의 비평화적 사고와 태도와 행위를

줄여 나가며, 우리 사회의 조직화된 비평화의 현상을 문제시하고 평화적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착취당하고 억압 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참여하며, 사회적 평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구조적-

조직적 폭력을 줄이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김진숙 외,

2018, 21-22, 재인용). 귄터 구겔(Günther Gugel)은 평화역량을 “평화의

이상적 상태에 대한 인지 능력과 지식의 축적 같은 것이 아니라 갈등 상

황을 비폭력적으로 이성적이고 문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라

고 언급한다(이동기·송영훈, 2014: 23, 재인용).

한국에서 박보영(2009: 83-84)은 ‘인간이 삶을 경험하는 삶의 네 가

지 차원(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평화를 창조하는 능력’이

라고 정의한다. 유은정(2016: 56)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갖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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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평화주의적 신념과 가치관 갖기’,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평화

주의적 행동 실천하기’, ‘다양한 문화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감 기르기’를

통하여 평화(문화)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국내외 학자들의 평

화 역량의 개념은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관이 아닌 한 사

회에서 일어나는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배재까지 아우르는 적극적 평화

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통일·평

화역량을 정의하고자 한다. 교육의 맥락에 따라 또는 교육받는 대상에 따

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3가지6)를 고려하여 역량

정의를 위한 핵심개념을 뽑고자 한다(윤정일 외, 2007: 249-253).

첫째, 역량의 대상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갖추어야할 역량인지, 조직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집합적 역량인지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는 통일 한국 사회를 위해 모든 개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의 역량에

중점을 둔다.

둘째, 역량의 수준이다. 여기에서는 수월함(excellency)과 최소한의

능력(threshold)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월함은 어떤 상황에서 수행자의

뛰어난 수행능력을 의미하며 역량의 수준에 따라 단계를 나눌 수 있다.

반면 특정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은 특정 지점에 해당하는 능력의

6) 윤정일 외(2007)에서는 역량을 정의할 때 고려되어야 할 차원들로 ‘역량의

대상: 개인의 역량과 집합적 역량’, ‘역량의 적용범위: 일반적 역량과 구체적

역량’, ‘역량의 수준: 수월성과 최소 요구 능력’, 마지막으로 ‘역량의 도출방식:

수행자 중심과 과제 중심’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역량의 적용범위’

는 특정 역량이 일반적인 영역에서 또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요구되는지의 여

부에 따라 나뉘는 것인데, 통일·펑화역량의 경우 통일 이후에는 일반적인 영

역이 될 수 있으나 현 수업을 하는 시기에는 특별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역량

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은 제외 하고 나머지 3가지 차원만

고려하여 역량을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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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정서적·문화적인 화합을 위해 서로의 공감대를 형

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정의적·행동적 능력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평가에 목적이 있지 않고, 통

일·평화역량을 음악과 수업에서 실행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통일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으로 보고자 한다.

셋째, 역량의 도출방식이다. 수행자 중심과 과제 중심이 있는데, 대

부분의 정의에서는 역량을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자의 특

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성격을

분석하여 필수적인 역량을 도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통일과 평화가

한반도의 과제적 성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중 과제 중심의 도출방식

으로 역량을 정의하고 이후 절에서 구성요소도 선정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대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평화역량을 다음과 같이 개념

을 정리하여 보았다.

한반도는 분단된 세월동안 각기 다른 이념 및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단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심리

적·정신적 이질화까지 심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간의

정신적·문화적 이질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비록 정치적·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진정한 통일이라 보기 어렵다(양정훈, 2007: 374-375). 따

라서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은 통일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가

치관과 태도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 주민 각각의 개인이 평

화적인 방법으로 내적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함으로써 남북 간

에 이질화를 극복하고 내적 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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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평화역량 함양의 필요성

이 항에서는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탐색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교과 평화교육 각각의 의미와 특징을 바

탕으로 이 둘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한국·독일의 통일교육과 평

화교육의 운영 방식, 방향 등은 어떠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관계성

먼저, 통일과 평화의 일반적인 의미를 각각 살펴보면, 이 둘의 개념

은 서로 다르지만, 필연적인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통일은 지리적·

정치적·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남북의 하나 됨을 의미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9-10), 평화는 남북한의 통일 조건으로서 전

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 아니라 삶의 조건 및 방식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 개념이 구분되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용어가 하나로 묶인다. 이에 대한 예로

<7·4남북공동성명>, <10·4정상선언>, <판문점 선언(2018. 4. 27)> 등 남

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자, 동

시에 ‘평화를 지향’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통일에 있어서 평화

는 가장 우선으로 추구해야할 중요한 가치로서 통일의 평화적인 과정과

통일 이후의 평화적인 삶을 추구한다. 반면, 평화가 한 공동체에서 사회

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구현된다고 할 때, 한반도의 평화

는 남북의 평화를 의미하며 이는 통일을 배제하고는 성취되기 어렵다.

이러한 통일과 평화의 관계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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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육과 평화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 방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

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의 교육이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은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하위 범주

를 볼 때에 잘 드러나게 된다.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서 평화는 단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포괄하는 적극적 평화이어야 한다(정영철, 2010: 202)는 관점에서 통일교

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환경교육은 모두

평화교육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이와는 반대로 통일교육의 하위 범주의

교육들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행한 ‘평화통

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통일교육’의 유형을 보면,

평화교육, 안보교육, 북한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6-8)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서로를 지향하는 교육으로서도 그

의미가 있다. 첫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황인표는 “남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남북의 다름을 인

정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한다(황인표 외, 2007: 27). 같은 맥락에서 추병완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기존 통일교육의 내

포와 외연을 심화·확대시키기 위하여 평화교육의 긍정적 요소들을 통일

교육에 비판적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한 사려 깊은 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추병완, 2007: 25-26). 이러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남북한 관계에

서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적·정치적·대내외적 변동적인 상황 속에

서도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필수적인 가치와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문경호,

2018: 566) ‘안정성’이 수반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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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통일지향적

평화교육’으로서의 적극성도 지녀야 한다. 평화교육은 통일 문제와 관련

해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의 분단된 상황에 있어서 평

화는 분단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 남북한이 두 국가로

의 분리가 평화적 관리를 통한 분단의 합리적 논리로서 여겨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정영철, 2010: 201). 이처럼 평화교육을 함에 있어서 분단

의 상황을 어떤 면에서는 ‘평화’라는 개념으로 인해 합리화가 될 수도 있

다. 즉, 한반도에서 통일지향적 평화교육이라 함은 남북한 구성원들의 삶

속에 있는 반평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닌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삶에서도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의지와 역량을 길

러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안승대, 2013: 46).

종합하면, 교육에 있어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각 교육의 하위 교

육으로도 포함되는 관계를 가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서로를 지향하는 교육, 즉,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통일지향적 평화교육이

될 때 의미가 있고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통일과 평화의

개념이 접목된 개념이 필요하며, 이를 삶에 적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한국·독일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통일교육에 관한 국가차원의 지침서

를 검토하여 양국의 통일교육에 대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평화교육은 본 연구의 목적이 통일 대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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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이므로 ‘통일지향적 평화교육’으로 그 범위를 좁혀 살펴본다.

가) 한국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1999년 이전까지 반공교육, 멸공교육, 안보교육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국내외적 상황과 남북 간의 관계, 그리고 통일 정

책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해오다가(한만길,

2011: 3), 1999년 2월,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범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국가차원에서 통일교육지원법이 법제화되었다

(오기성, 2018: 575).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면,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

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

육”(통일교육지원법 제 2조 1항)이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은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통일교육지원

법 제 3조 1항 중)라고 밝히고 있다. 이 정의와 기본원칙은 2000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는 1999년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구성과 내용이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은 되지만, 거

의 매년 꾸준히 비슷한 구성과 내용으로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현행 통

일교육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기본)지침서로서는

가장 최근의 문서로서 기존의 지침서를 수차례 수정·보완을 거치며 가장

정리가 잘 된 문서인 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와 2018년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구 통일교육지침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을 검

토하여 보고자 한다.

2018년 발간된 통일교육지침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명칭의 변

화이다. 이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병렬적으로 접근하였고(김홍수·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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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9: 186),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보다 교육현장에서

어떤 방향과 관점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통일부 통일교

육원, 2018: 3)를 하고자 하여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바뀐 것

이다.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명칭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난

부분은 교육의 목표 부분이다.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긍

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이 5가지의 세부 목표를 제시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6-8).

5가지 목표는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균형 있

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으로 이것은 새로운

통일교육지침서가 평화적 통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2016년 통일교육지

침서의 목표인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과

비교가 된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의 세부목표 5가지 중 2가지, 새로 추가

된 3가지 중에서는 2가지가 평화역량과 관련된 것임을 볼 때,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은 분단의 배경과 통일

의 필요성, 북한의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인권의 이해, 통일의 과

정과 미래상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통일의 과정에서 남

북 간의 상호 이해와 대화 등의 평화적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

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고, 이어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

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인다(통일부 통

일교육원, 2018: 20-30). 통일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 등

‘평화’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체계에 있어서 기존 2016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 환경의 이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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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의 5개 영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했고, 각

주제별로 지도방향도 제시되어 있으며, 2008년 이후로 수정된 적이 없었

는데, 이번 2018년 지침서에서 그 영역과 내용이 대폭 수정 및 축소되었

다.

평화·통일교육의 방법은 세대별 통일 인식이 서로 다름을 고려하되

‘통일에 대한 지식’, ‘감수성’, ‘실천 능력’을 학습자에 맞는 적절한 교육방

법을 활용하여 발달시키고,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방법을 제

시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34-37).

첫째, 학습자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이다. 특별히 중·고등학교시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탐구가 가능한 시기이므로 남관계의

현황과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고, 진로와 직업에 관심을

갖는 시기인 만큼 통일 및 북한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통일미래

비전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둘째는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통일교육이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비

판적으로 사고하며, 정의적 영역에서는 통일의지와 열정, 공감 등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되어야 하며, 행동적 영역에서는 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역량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표현, 통일 관련 활동

에 참여, 결국에는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이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논리적·비판

적·종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견해들을 알고 상호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있는 통

일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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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흥미와 관심을 증진하는 다양한 방법의 활용이다. 이제는 강의

식 교수법의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시청각 매체나 정보

통신기술(ICT), 소집단 활동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018년의 이 4가지의 교육 방법은 이전의

2016년 통일교육지침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내용상의 변화보다는 통일

교육의 지도방법과 학교급별 통일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통일부 통

일교육원, 2016: 11-24)을 통합하고 축소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평화교육은 일반적인 갈등해결 교육과 인권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부분적으로 담고는 있으나 남북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직접 다루는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Kang & Kwon, 2011). 이는 평화교육이 현장이 처한 지역적 맥락에 따

라 그 강조점이 달라지기(권순정, 강순원, 2015: 36) 때문이다. 즉 평화교

육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때, 한반도에서 분단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분단 시대의 평화교육은 통일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바

라보고, 남북 갈등 및 상호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

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

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교육

받고 성장한 북한주민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치적

억압과 물질적 궁핍 속에서 피폐해진 북한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질적인 북한주민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약자인 북한주민들을 연대감을 갖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 통일 후

벌어질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남

한주민들이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김창환, 2016: 99). 특별히 통일 초

기에 구동독 학생들의 부적응과 갈등 양상이 심각하였던 것을 볼 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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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학생들의 사회적·심리적 등의 갈등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창환, 2016: 95).

종합하면, 한반도에서 평화교육은 분단 상황에 대한 극복을 하지 않

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평화교육이 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평화문제와 관련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평화문제라 하면 당연 분단으

로 인한 비평화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반도에서 평

화교육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

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독일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한국에서의 통일교육이 통일 전 서독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졌다.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

육, 통일교육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며(김진숙 외,

2018: 16; 김창환, 2016: 13), 서독 주민들을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육성시

켜 독일 통일에 큰 역할을 하고, 국민의 내적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담

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오일환, 1995: 523). 반면, 통일 전 동독에서

는 서독의 정치교육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정치사상교육이 이루어졌다.

정치사상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가르쳐 사회주의 인간을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었다(김창환, 2016: 13-14). 이처럼 동독

은 통일교육 보다 사상교육을 우선시 하였으며 서독의 통일교육지침과

같은 규정도 없었으므로(김상무, 2005: 3), 이 절에서는 통일 전 서독 중

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통일교육지침서(1978)’와 통일 이후 통일독

일의 ‘통일교육권고안(1995)’은 우리나라의 통일교육 논의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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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은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독 주 문교부장관 상

설협의회(KMK: Kultusmimister Konferenz)에서 1978년 11월 23일에 발

표한 것으로(김창환, 2016: 21) 1970년대부터 1990년 독일이 통일을 맞이

하기까지 통일에 대한 교육적 노력을 대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통일독일의 권고안(1995)은 통일 이후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독일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목

적으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교육 지침이라는 점에서(김상

무, 2005: 2-3),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두 문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의 경

험할 문제들을 예상해본다는 점에서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다. 따라

서 본 절에서는 ‘통일교육지침서(1978)’와 통일 이후, 통일독일의 ‘통일교

육권고안(1995)’의 내용들을 함께 보고자 한다.

1978년의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학생들의 통일 의식

고취, 둘째, 자유와 평화 속에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 셋째, 동독에 대한 객관적 이해, 넷째, 학생들의 독일 역

사의식 및 심어주고 동독 및 동구권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 형성이

그것이다(김창환, 2016: 25-26). 1978년의 서독의 지침이 통일이라는 민족

적 과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한 것

이라면, 통일독일의 권고안은 그러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사회적·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상호간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내적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시된 안이라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김상무, 200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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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침서(1978) 통일교육권고안(1995)

교육

목적

Ÿ 독일 민족의 통일의식과, 그것을

평화와 자유 속에서 자주적으로

성취하려는 의식 고취

Ÿ 평화적인 유럽통합 진행과정 속

에서 독일의 내적 통일

교육

내용

1) 국제관계

2) 독일문제

3) 분단사와 동독사

4) 민족문제

1) 국제관계

2) 독일문제

3) 분단사와 동독사

4) 민족문제

5) 내적통일

서독의 통일 전 지침에서 밝히는 수업내용7) 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독일문제를 곧 유럽문제로 보고 이를 위해 독일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 또한 대부분의 항목을 차지하는 분단과 동독을 언급할 때에는 민족

의식 및 연대의식을 강조하고, 이러한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동독인들의

인권 등 평화지향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오기성 외,

2003: 175-188). 반면에 통일독일의 권고안의 수업 내용은 유럽통합과 주

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한다. 또한 독일의 역사와 관련하여서는 독일

의 분단사는 긴 독일사에서 짧은 시기에 불과하다는 민족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며, 이전 지침에서는 민족성만을 강조하였다면, 권고안에서

는 이와 더불어 민족주의의 위험성과 함께 오랜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도

직시하고 있다(김상무, 2005: 10-13). 다음은 앞서 살펴본 독일의 통일

전·후의 통일교육 관련 문서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통일 전·후 독일의 통일교육 비교

출처: 김상무(2005)의 5-13쪽을 연구자가 요약

독일의 평화교육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에 대한 차원에서

7) 지침서(1978)에서는 ‘실제 수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유의점들’이라는 제목

이 붙어있지만, 실제로는 수업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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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 서독에서 정치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평화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은 민주시민양성과 평화적 문

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창환, 2016:

94). 서독은 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나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최대 과제는 평화정착이었고, 이는 민주주의만큼이나 평화의 가

치가 중요한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평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교육은 이러한 독일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기도 하다(김진숙 외, 2018: 16, 19).

통일 전 서독의 평화 교육과정은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강조함으로써 평화, 갈등, 폭력, 인권, 관용, 민주주의, 국제이해,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 등 평화를 이루는 다양한 주제와 가치를 통합적으로 다룬

다(김진숙 외, 2018: 22). 서독의 평화교육은 이러한 통일 전의 동서독

관계뿐만 아니라 통일 후의 통합과정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

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교육적 측면에서 통일되기 이전까지

서독이 해온 주된 통일관련 교육을 평화교육으로도 볼 수 있으며(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68), 그 교육내용으로는 개인적·사회적인 차원의 갈등

등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강

조되었다(김창환, 2016: 95)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통합·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는 지리적 제도적, 통합을 넘어서 사회통합, 가치관 및 의식의 통합에 대

한 준비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독일은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문화적 이

질감, 교류 상황, 전쟁의 유무 등에서 남한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한 독일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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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통합 문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김창환, 2016: 93, 96-97).

이어서 김창환(2016)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통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

회 문화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리가 미래 통일 한국을 위

해 지녀야할 것은 공동체역량으로서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북한 주민들

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통일·평화역량이다. 이러한 통일과 평화에 필

요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북한 문화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와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고, 통일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

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와

주변 정세를 반영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통일 교육은 방공, 반공, 멸공, 승공, 국방안보, 이데올

로기 비판, 이념, 안보, 통일안보, 통일 대비 등의 용어가 변하며 그에 따

른 목표와 내용도 변하였다. 정권과 예측할 수 없는 남북 상황에서 영향

을 받는 이러한 통일교육의 경향은 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

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문경호, 2018: 566). 따라서 일관성 있는 통일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교육·상호문화교

육·민주시민 교육 등을 포괄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평화역량은 통일 시대에 이질적인 문화의 남북 주민이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한 필요한 역량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내적 통합’에 기여하며,

이는 동시에 통일시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교

육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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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문화역량의 통일·평화교육적 함의

통일 후 자신의 문화권에서 습득한 지식, 생활방식, 가치관을 가지

고 만나는 남북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낯선 환경에서는 문화적 갈등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먼저 온 통일이라 볼

수 있는 탈북민들의 남한생활 속에서 이미 확인되어 온 바가 있다.8)

사회의 내적 통합과 관련한 문제들은 초·중·고등학생의 통일의식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통일에 대한 이미지에서 평화와

화합, 이산가족에 대한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통일비용과 사회갈등에 대

한 이미지도 20%가 넘어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

원, 2019: 93-95).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남북의 차이를 크게 인식할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배상률, 2019), 이러한 점에서 통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한 평화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의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내용 중심의 교육으로는 이러한 내용까지 다

루기가 쉽지 않다.

상호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만나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통일·평화교육

과 공통점이 있다.9) 즉, 통일·평화역량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

8) 2019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표한 통일의식 조사에서 탈북자들은

남한 생활에서 차별 또는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때 그것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문화적 소통방식’의 다름을 언급하였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94).

9) 그러나 상호문화교육과 통일·평화교육에는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상호문화교

육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상대 문화에 대해 존중과 개방성(열린 마

음)을 전제로 하지만, 통일·평화교육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북한의 문화를 이

해하고 일정 기준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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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한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남북한의 구성원들이 서로 평

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상호문화교육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준비시키는 교육(장기섭, 2011: 140)이라는 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추병완은 상호(간)문화역량에 대해 “언어적·문화적으로 자신과는 상

이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

하게 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의 복합체”라고 정의하며, 이어서 “통

일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일 역량 중의

하나”라고 덧붙여 설명한다(추병완, 2014: 353). 통일 이후의 삶에서 소통

은 통일 시대를 살아갈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이

다. 상호문화역량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였던 남북의 사람들이 만

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개인적 역량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호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문화적 측면에서 통

일·평화교육에 주는 교육적 기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상호문화교육은 기존의 자민족주의적 통일교육에서 민족상대

주의적 통일·평화교육으로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박성춘,

2018: 154-155).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

온 우리 민족이 이미 다문화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상황에서 통일을 맞

이해야 한다. 통일의 주체는 이념과 정치체제가 아닌 사람이므로 남북

간의 문화적 차이에 중점을 두고 서로 다르지만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역량이 계발되어야 한다(신원동·김병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북한의 음악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이나 존중을

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교육의 모든 교육 내용을 적용하

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이질적인 문화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만 적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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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19: 16-17). 따라서 북한 주민들과 서로 협력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진정한 내적 통합 국민 통합이 가능

하다(추병완, 2014: 362)

둘째, 상호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

역별 강조를 통하여 통일·평화교육의 내실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박

성춘, 2018: 155-156). 먼저, 인지적 요소는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가치가

여러 세계의 문화 중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한 문화와 북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세계의 문화의 차이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의적 요소는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공감하고 존중하

려는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행적 요소는 인지적, 정의적 요소를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셋째, 통일·평화역량이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개

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역량”을 의미한다고 할 때, 상호문화역량은

개인적 차원에서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남북 주민들 각자가

마음의 통일까지 이르기 위해 필요한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적 차

원에서의 핵심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추병완, 2014: 359). 기존의 통

일교육이 국가적 차원의 정치·체제 등 외적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면, 상

호문화교육을 통한 통일·평화교육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필요한 개

인적 차원에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 할 수 있

다.10)

10) 통일·평화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은 개인적 차원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

는 점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통일 교육은 방공,

반공, 멸공, 승공, 국방안보, 이데올로기 비판, 이념, 안보, 통일안보, 통일 대

비 등의 용어가 변하며 그에 따른 목표, 내용도 변화하였다. 정권과 예측할

수 없는 남북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이러한 통일교육의 경향은 교육의 안정



- 35 -

미국의 듀크대학 교수이자 상호문화학자인 디어도르프(Deardorff.

D. K)는 상호문화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호문화역량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베넷(Janet Bennett), 바이람(Michael Byram) 등 상

호문화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학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델파이 기법을 통해 추출한 상호문화역량을 구성하는 22개의 핵심 요

소를 영역별, 과정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Deardorff, 2006; 2009).

<그림 1> 디어도르프의 상호문화역량에 대한 피라미드 모형

출처: Deardorff, 2006: 254의 모형을 요약.

피라미드의 4개 단계에 있는 구성요소들은 개인적인 레벨(태도)에서

상호적인 레벨하위(결과들)로 움직이며, 하위 레벨의 요소는 상위 레벨의

요소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Deardorff, 2006: 253-254). 즉, 가장 아

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통

일교육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문경호, 2018: 566). 이러한

점에서 통일·평화교육은 시대의 변화와 주변 정세를 반영하면서도 일관성 있

게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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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층에 있는 ‘필수태도’에는 존중, 개방성, 호기심과 탐구가 배치되며,

두 번째 층인 ‘지식&이해’와 ‘기능’에서 먼저 ‘지식&이해’의 층에는 문화

적 자기인식,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지식, 문화-특수 정보, 다음으

로 ‘기능’에는 듣기, 관찰하기, 해석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관련짓기가

배치된다. 3번째 층인 ‘내적 결과’는 아래의 태도와 인지적 영역을 기반

으로 적응성, 유연성, 민족상대주의적 관점, 공감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

고, 마지막 가장 위의 ‘외적 결과’ 층에서는 아래 3개의 층에 있는 요소

들을 바탕으로 하여 결국에는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의사소통 및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디어도르프의 피라미드 모형은 상호문화 구성요소들에 대해 방향성

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수업의 방향과 일치하므

로, 이 모형은 이후 4장의 수업 단계를 설정할 때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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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평화역량의 구성요소

통일역량에 대해서는 정치학·사회학, 행정학 등 거시적 관점에서 이

미 수차례 논의되어 왔다(강일규, 2019; 박명규, 2015; 전경만, 2016; 여인

곤 외 2004; 박종철 외, 2012; 백대현·이재완, 2015, 손기웅 외, 2014 등).

이 중 교육 분야에서,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설

계를 위한 통일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통일역량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인지·정의·행동영역으로 구

분 가능한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창식·황연경은 통일역량을 크게 ‘통일문화 감수성’과 ‘한반도에 대

한 지식’, ‘통일시민 역량’으로 나누어 설명한다(이창식·황연경, 2016:

36-43). 통일문화 감수성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 통일사회에서 존중하

고 공감하며, 상황에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회적 친밀감, 통일문화 유능감, 통일문화 다양성이 해당된다.

한반도에 대한 지식은 남북한의 언어·정치·경제·사회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통일시민 역량은 통일시민으로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미래 통일관, 평화주의, 통일

유관성, 통일 공동체가 포함된다. 제시된 통일역량을 보면 기본으로 ‘문

화’와 ‘평화’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서로 다른

남북의 문화가 하나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연창호는 현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통일역

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관을 지어 설명한다(연창호, 2016: 5). 통

일역량을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으로 나누고, 인지적 영역은 “통일

문제와 통일정책의 인식, 북한의 이해로부터 올바른 북한관과 통일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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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정의적 영역은 “북한 주민과 실향민에 대한 공감과 감수성, 존중

과 배려, 민족적 동질감과 수용 등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통일의지”를

갖도록, 마지막 심동적 영역은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로부터 자기관리와

참여와 협력, 공동체 의식, 나눔과 배려를 통해 통일 실천의지”를 갖도록

하위요소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통일역량과 교육과정의 역량을 연결

했다는 것은 교과교육과의 연계에도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11)

평화역량에 대한 논의로 데이비드 힉스(David Hicks)12)는 평화교육

의 학습목표를 기술, 태도, 지식 영역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

데, 이는 평화역량의 구성요소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

술 영역에는 비판적 사고·협력·공감·단호함·갈등해결·정치문해(Political

Literacy), 태도 영역에는 자기존중·타인에 대한 존중·생태적 관심·개방

성·전망·정의를 위한 참여, 지식 영역에는 갈등·평화·전쟁·핵문제·정의·권

력·성차별·인종차별·환경·미래가 해당된다(D. Hicks 편, 고병헌 역, 1993:

31-33).

국내 연구에서 평화역량에 대한 논의로서 김진숙 외에서는 평화역량

의 구성요소에 대해 평화적 성향과 태도, 성찰, 공감, 존중, 갈등의 평화

적 해결 등을 언급하고 있다(김진숙 외, 2018: 22). 박보영(2006: 72-89)은

평화역량의 네 가지 차원과 구성요소로서 첫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차

원에서는 긍정적 자아개념,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 자율성, 책임

11) 실제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통일·평화교육을 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도 범교과 영역으로 통일교육이 명시

되어 있어 양 범주에서 모두 권장하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도덕·사회 교과

외에서 실현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12) 데이비드 힉스는 세계 평화교육에 큰 영향을 준 영국의 대표적인 평화교육

학자이다. 평화교육의 다양한 접근들이 큰 틀에서 그의 이론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병헌 외, 2007: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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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성찰성, 둘째, 타인과의 관계 차원에서는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

한 긍정,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대화의 능력, 독립적 존재로서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능력, 화해와 용서의 능력, 신뢰의 태도, 도덕적 반성의 태

도, 이해, 관계에 대한 책임성, 셋째, 공동체와의 관계 차원에서는 관용,

참여를 통한 자치, 저항,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압 받는 사람들과 연대,

폭력과 차별에 대한 비판, 개인의 선(善)과 공동선의 조화,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 차원에서는 검소한 생활양식, 개체적 자아의 극복, 생태적

사고, 변증법적인 이성이 해당된다.

한편, 통일과 평화에 대한 가치를 모두 언급한 연구들도 있다. 심성

보·류시관(2004: 26, 31)은 통일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과 방법

론의 필요성과 함께 그 대안으로 평화교육적 접근을 언급하며, 이를 위

한 내용으로 평화교육의 7가지 범주와 각각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7가지 범주는 ‘자아 개념의 발달, 대인 관계 기술의 발달, 평화적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 공감, 정체성의 발달, 통일 능력의 발달, 생태에 대한

관심의 발달’인데, 첫째로 ‘자아 개념의 발달’에는 자아와 타인의 존중,

자아권리의 개념, 성찰, 자아의 권리와 타자의 권리 인식, 자율, 행복한

자아가 포함된다. 둘째로 ‘대인 관계 기술의 발달’에는 타인 존중, 타인과

의 관계기술, 문제해결능력, 상호 이해, 양보, 대화가 포함된다. 셋째로

‘평화적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은 지적 영역(객관적 판단능력, 도덕적

지식,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진리에 대한 헌신, 다름의 인정), 정의

적 영역(공감, 배려, 관용), 행동적 영역(평화적 문제해결능력, 민주주의

적 실천), 의사소통, 경청, 조정과 중재, 대화와 토론, 타협이 해당된다.

넷째로 ‘타자에 대한 정서 발달’은 공감, 감정 이해, 절제, 공정성이 있으

며, 다섯째로 ‘정체성의 발달’에는 성 정체성, 사회적·국가적·문화적 정체

성, 인종차별이 있다. 여섯째로 ‘통일 능력의 발달’로는 분단, 통일,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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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공동체 의식, 다름의 인정, 관용과 포용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생태에 대한 관심의 발달’을 위해 생태학적 관심, 공존, 상생, 유기체적

관점, 지구적 관점을 제시했다.

추병완은 통일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

리나라에서의 평화교육 내용 체계’를 언급하며 개인적 평화, 대인 관계적

평화, 한반도 평화, 지구촌 평화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때 그 중 한

범주를 한반도의 평화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일’을 염두에 둔

구분이라 보여진다. ‘개인적 평화’에는 인권, 존중, 감정·정서 조절 및 관

리,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평화 애호 정신이 포함되고, ‘대인 관

계적 평화’에는 개방성, 의사소통, 타인 이해·존중, 평화적 갈등 해결, 공

감, 배려, 양성 평등, 공정한 절차가 포함된다. ‘한반도 평화’에는 분단 상

황 인식, 남남·남북 갈등, 민족공동체 의식, 평화통일이, 마지막으로‘지구

촌 평화’에는 비폭력, 정의, 간문화 이해, 생명에 대한 경외심, 지구적 공

동선이 포함된다(추병완, 2007: 160).

이인정(2019: 17)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접목하여 평화·통일 감

수성을 함양하는 것을 통일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통일교육의 목표를 평

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을 “평화와 통일 문제에 관련된 학습자의 전인

격적인 감정 반응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양하기 위한 교육 활동”

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목표를 지식·이해, 기능·

역량, 태도·의지의 측면에서 각 3가지로 수립하였다. 첫째, 지식·이해 영

역의 목표는 남북한 분단과 통일 환경, 북한·통일 문제, 그리고 평화·통

일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이며, 둘째, 기능·역량 영역의 목표는 평화로운

집단 상호작용, 참여, 평화로운 대화·토론·타협,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대

한 능력이다. 셋째로, 태도·의지 영역의 목표는 공감·존중·관용, 다양성의

태도와 평화로운 통일 공동체 형성 의지로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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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원(Kang, 2018: 149)은 평화통일교육 모형에서 지식, 태도, 기술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교육 요소를 제시하는데, 지식영역에는 분단, 제국

주의와 식민주의, 인권과 평화, 전쟁 없는 환경(environment), 세계에서

한반도를, 태도 영역에서는 인간 존엄성, 호기심과 역사적 반성, 다른 문

화에 대한 인정, 공감, 정의와 공평을, 기술 영역에서는 탐구, 협동과 의

사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창의적 학습이 해당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통일·평화역량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도출하였다. 먼저, 통일 역량의 구성 요소들에서는 ‘평화’에 중점을

두고, 평화역량의 구성요소들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이 깊은 요소들

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요소들을 의미별로 범주화 한다. 이는 통

일·평화역량 요소 간의 선후 관계를 구분함으로써 선행연구들에서 제시

된 요소들 간의 체계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순서로 재설정한 것이다. 마지

막으로 음악과 통일·평화역량의 요소는 음악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

출되어야 하므로 정리된 요소들을 음악교과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최

종 구성요소 추출한다. 이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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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료 ▶ 범주화 ▶
음악
교육적
범주화

다름의 인정, 존중, 다양성, 개방성, 열린 마음,

경청, 수용

존중

공감

타인 이해, 공감, 배려 공감

북한에 대한 이해

남북의

이해

남북의

음악

문화

긍정적 자아개념(자신의 삶이 평화로워지기 위

해 필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사

회적·국가적·문화적 정체성 발달

- - 심미성
비판적 사고, 객관적 판단능력, 창의적 학습,

창의적 사고
갈등

해결

능력

갈등

해결

갈등해결능력, 조정과 중재, 토론, 타협, 문제해

결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참여, 협력, 대화능력, 집단 상호작용, 의사소

통, 유능감

통일 유관성,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통일의 필

요성과 당위성 이해, 건전한 통일의식, 통일공

동체에 대한 의지, 민족 공동체 의식, 평화지향

적 통일관

통일

의식

통일

의식

남남갈등 해소, 남북갈등 해소, 평화저해요인

인식, 남북한 평화, 비폭력의 중요성, 평화를

추구하는 가치관 및 태도, 평화애호정신, 분단

상황 종식

평화

애호심

평화

애호심

<표 3> 통일·평화역량의 구성요소 도출 과정

6가지의 음악과 통일·평화역량의 요소는 학습의 진행방향에 따라

그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공감을 통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개방적 자체, 태도), 인지적 측면에서 남북 음악문

화에 대한 학습을 한 후 정의적 측면에서 이와 관련한 음악활동을 통해

심미적 경험을 한다.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 실제적인 남북의 평화적



- 43 -

소통의 능력에 해당하는 갈등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통일의식과 평

화애호심은 모든 수업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주로 본 수업 설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이므로 가장 뒤에 배치하였다.

원 자료를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 관용, 수용 등과 같은 타 문화

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음악문화를 접하는데 있어서 아직 남북 사이의 이

념적·정치적 갈등이 존재하므로 ‘존중’ 등의 상대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요소들은 제외시켰다. 대신 이후 수업을 설계할 때 북한의 문화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이해와 비판적 수용을 기초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성요소 추출하는 과정에서 원 자료에는 없었지만, 음악과

의 통일·평화역량인 만큼 음악교과에서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심미성

(Aesthetics)’을 추가하였다. 음악의 심미성은 음악작품에 대한 아름다움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미적 경험의 대상이

되는 음악 작품은 인간 삶의 모습이나 그것에 대한 느낌을 음향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이홍수, 1990: 108). 김기수에 따르면, 음악의 심미성은 단

순히 개인의 정서적 만족을 주는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이 문화에 직접

참여하고 서로 공감(共感)·공유(共有)·공명(共鳴)하며 새로운 심미적 경

험을 창조하여 결국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까지 함

양시킬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김기수, 2010: 39, 52). 같은 맥락에서

일찍이 듀이(Dewey)도 교육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준다고 할 때,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예술교과가 효과적이며, 이러한 예술교육에서 공

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심미적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Dewey, 1958: 68).

정리하면, 음악을 통해 심미성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 역량

을 함양하는 데에 까지 기여를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음악작품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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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하고, 그러한 작품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재창조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고, 음악을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심미성은 다양한 음악작품들을 여러 방법으

로 접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음악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 통일·평화역량과 같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역량까지도 함양시

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통일·평화역

량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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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악교육에서의 통일·평화교육

1. 상호문화역량과 음악교육의 연관성

상호문화교육은 통일·평화교육에 이어 음악교육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음악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문화교육(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은

“모든 나라의 문화권을 초월하여 다른 민족의 음악을 통해서 그들의 문

화를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는 음악교육”(민경훈, 2004: 436)이라 할 수

있다. 변계원은 상호문화주의 음악교육에 대해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화적 비교론’에서 탄생한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와 낯선 타문화의 음악을 동등한 가치로 바라보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가는 것(변계원, 2004: 295-296)이라고 주장한다. 즉 상호

문화교육적 접근방법에 근거한 음악교육은 ‘음악’을 통하여 나와 다른 낯

선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민경훈, 2004:

436).

타문화의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관용, 개방성, 유연함, 배려, 협동,

적절한 의사소통, 공감,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등의 능력을 학습하

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오고 있다(변계원, 2004: 296). 이에 대해 민

경훈(2004: 440-443)은 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다음과 같

이 4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일반 교육적 접근이다. 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상호간의 인류애, 분쟁과 갈등의 해결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 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감정이입, 관

용, 평화, 연대성 등을 추구하며, 사회교육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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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화적 접근이다. 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

정하고 수용한다. 즉 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의 중점적인 목표는 문화를 이

해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음악을 접함으로 인해

학생들은 타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은 낯선 문화의 생

활문화와 사회활동에 필요한 문화적 정보까지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상

호문화적 음악교육은 자민족중심적인 가치평가를 지양하고, 관용적 태도

를 가지고, 문화적인 다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역사 및 사회적 접근이다. 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은 일반교육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역사·사회적 현상의 이해도 목표로 둘 수 있

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다른 나라의 민요를 배울 때에도 단순

히 노래만 배우는 것이 아닌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함께 상대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 상호문화 음악교육은 다른 나

라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음악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 정치적 접근이다. 영국의 반인종차별 교육(anti-racist

education), 캐나다의 다중문화교육 등의 문화 교육이 지극히 정치와 관

계가 있음을 볼 때, 타 문화의 음악을 학습하는 상호문화적 음악교육도

인종 및 문화적 차별의 극복을 위한 정치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상호문

화적 음악교육 역시 정치교육의 한 일환으로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차별과 폭력을 극복하고 화합에 기여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의 4가지 교육적 가치를 볼 때, 음악을

통해 상이한 타 문화의 사람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며 지낼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통일·평화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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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평화교육에서 음악교육의 의의

통일·평화교육에서 음악교육의 의의는 문화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

면, 소통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적 측면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체제와 정치의 통합뿐 아니라, 개인

들의 의식 및 가치, 그리고 문화까지 통합되는 것이다. 즉, 정치·경제·국

방 등의 제도의 물리적 통일을 넘어서서 사람의 의식과 문화가 통합되는

화학적인 통합이 이룩되어야 완전한 통일이라 할 수 있다(김창환, 2016:

91-93).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단기간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는 학습되기

가 어렵다. 대신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화의 분야 중 하나인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넷 리머(Reimer)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 그 자체인 예술(Art is man living)”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

장한다. 신념, 경험에 내재한 속성 등 문화의 실재는 외적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인데, 이것은 “정서적 존재(affecting presence)”인 예술에서 가

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Reimer, 최은식 외 역, 2017: 268).

즉, 음악을 포함한 예술은 정서적 존재이며 이러한 음악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으로부터 형성되어 온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음악은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통로이자, 정서적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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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다. 음악과 문화, 그리고 정서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언급은 이미

리머가 주장하기 훨씬 전 클리포 기어츠(Clifford Geertz, 1974: 118), 존

블랙킹(John Blacking)과 암스트롱(Robert Plant Armstrong) 등의 학자

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Reimer, 최은식 외 역, 2017: 266-267, 재인용).

음악교육의 기능 중 학생들의 정서 순화 교육이나 인성교육과 같은 것들

은 아마도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마음의 통합, 문화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통일공

동체를 이루었다고도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 통

일·평화교육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

의 내용에서 기존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과 공존을 통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공존을 위한 내용까지도 포함

되기 위해(정현백 외, 2001: 20) 음악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정서적 측면

통일교육은 종전의 통일안보교육에서 벗어나 평화·통일교육을 지향

하고 있고, 통일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에 기초한다고 할 때 새

로운 통일·평화교육은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정서적 측면

과 이를 바탕으로 특정한 상황, 또는 문화 안에서 실제 인간관계에서 적

절한 사고 및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천적 영역까지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전한 가치관

은 통일·평화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정서적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정의적 영역의 학습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음악교육은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학습 효과(이주연, 2015; 정윤희, 2013; 이수의, 2008; 홍진영·윤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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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우덕상·손윤영·남현우, 2019; 윤은정·박혜영, 2019; Madell, G.,

2002; Song, Y., Dixon, S., Pearce, M. T., & Halpern, A. R., 2016 등)를

통하여 통일·평화교육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통일·평화 감수

성, 통일·평화에 대한 의지, 가치관 태도 등을 계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

고, 이에 더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어 진다.

다. 소통적 측면

음악과 문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의식과 같

은 것들은 통일·평화교육에서 결국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삶에서 남

북한의 주민들이 효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데에 도움

을 준다. 다시 말해 소통능력은 통일 시대에 남북한 국민들에게 일어날

갈등상황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적 역량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하고,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때 음악은 자신의 음악적 표현, 그리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

해하는 것으로 인해 ‘소통’의 도구가 되는 데,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한

사회 내에서의 문화가 음악으로 표현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음악을 이해

한다는 것은 곧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남북 주민의 소통 역시 음악이 중요한 도구가 되므로 통일·평화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목적 중 하나인,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소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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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의 통일·평화 내용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검토해 보며, 음악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통일·평화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성격 측면에서 2015개정 음악 교육과정은 음악 교과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음악적 역량뿐 아니라 타 예술 영역 및 교과와의 연계학습으로

음악적 경험을 확장시키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4). 이는 음악 교

과가 음악 고유의 음악적 경험을 통한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뿐만 아니

라 실천적·확장적 개인의 능력까지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라 이해된다(임

은정, 2017: 85).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도덕·사

회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와의 연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음악과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인문·

사회·자연과학적인 특성들을 발견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시각을 확장

시키고,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으로서의 핵심역량(이경언

외, 2015: 17) 6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음악교과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것이 음악교과 역량이다. 6가지 음악교과역량은 음악적 감성 역

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으로, 그 의미(교육부, 2015: 3-4)와 하

위요소(이경언 외13), 2015: 17-18)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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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감성 역량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특징 및 가치를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깊이 있는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 역

량의 하위요소에는 공감, 성찰, 음악미적 지각, 다원적 가치 존중, 상상력

이 있다.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은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자신이 학습하거나 경

험한 음악 정보들을 다양한 현상에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하위요소는 창의적 사고, 활용, 재구성, 연계이다.

음악적 소통 역량은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

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다. 하위요소는

타인 이해 및 존중, 배려, 갈등조정, 음악적 표현 및 수용이 해당된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

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

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

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다. 여기에 하위요소는

협력, 다문화 역량, 문화적 정체성, 갈등 관리, 환경의식, 윤리의식이 해

당된다.

음악정보처리 역량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분류, 평가, 조작함으로써 정보와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13) 이 연구는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보고서이다.

개발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음악교사, 교대와 사대의 음악교육과 교수,

시·도 교육청 음악교육 담당 전문직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협의회, 심의회

등을 거치고, 선행연구 등의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교육과정

을 논함에 있어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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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리

고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매체 활용, 비

판적 사고력이 하위요소에 해당된다.

자기관리 역량은 “음악적 표현과 감상 활동,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

도를 바탕으로 표현력과 감수성을 길러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학습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음악적으로 풍요로

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다. 그리고 자아 정체성, 여가선용,

기초학습능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자기 조절(통제) 능력, 건강관리, 진

로 개발 능력이 하위요소로 들어간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6개 교과 역량과 그 하

위요소, 그리고 통일·평화역량의 요소를 결합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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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과 역량
통일·평화 역량

교과 역량 하위 요소14)

음악적

감성 역량

공감, 성찰, 음악미적 지각, 다원적

가치 존중, 상상력

공감, 심미성,

평화애호심

음악적창의·융합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활용, 재구성, 연계 심미성, 갈등해결

음악적

소통 역량

타인 이해 및 존중, 배려, 갈등조

정, 음악적 표현 및 수용

남북의 음악문화,

평화애호심, 공감,

갈등해결

문화적

공동체 역량

협력, 다문화 역량, 문화적 정체성,

갈등 관리, 환경의식, 윤리의식

통일의식, 갈등해결

평화애호심,

남북의 음악문화,

음악정보처리

역량

문제인식/ 정보 수집, 문서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매체 활용,

비판적 사고력

남북의 음악문화,

갈등해결

자기 관리

역량

자아 정체성, 여가 선용, 기초학습능

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자기 조절

(통제)능력, 건강관리, 진로 개발 능력

정체성, 통일의식

<표 4> 음악교과 역량과 통일·평화역량의 구성요소

출처: 교육부(2015: 3-4)와 이경언 외 (2015: 17-18)의 내용 재구성

14) 이경언 외(2015)은 상호문화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음악교과역량의 하위 요

소를 보면, 실제로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즉, 음악

교과역량의 하위요소 중 ‘공감, 성찰, 다원적 가치 존중, 타인 이해 및 존중,

배려, 갈등조정, 협력, 다문화 역량, 문화적 정체성, 갈등 관리, 자아 정체성’

은 모두 나와 다른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데에 필요한 상호문화

역량의 구성요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상호문화성이

이 표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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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음악수업 설계

앞서 통일·평화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음악

교육에서 통일·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당위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업을 설계하고자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음악과 통일·평화교육의 방향을

내용적 차원과 방법적 차원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다음으로, 학습 대상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수업 방법, 그리고 수업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수업에 활용할 제재곡 ‘아리랑’을 선곡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자

한다.

1. 음악과 통일·평화교육 방향

음악과 통일·평화교육의 방향은 ‘아리랑을 중심으로 한 남북의 음악

문화’를 내용으로, ‘토의 활동’을 방법으로 한다. 이를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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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리랑 중심의

남북한음악문화

§ 아리랑의 가치: 창조성, 역사성, 문화성

§ 위가치는2015 개정중학교음악과교육과정의목표와관련

§ 아리랑의 가사와 선율, 그리고 장단 등의 음악적 특징

§ 한반도 분단 전·전후의 역사, 문화

§ 현재도 재창조되고 있는 아리랑

방법 토의 활동

§ 발표를 통한 원활한 소통능력 향상

§ 아리랑에 대한 학습 내재화에 효과적

§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으로 권장

§ 하브루타(harvruta)

§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

§ 모둠 인터뷰(group interview)

<그림 2> 음악과 통일·평화교육의 방향

가. 내용적 차원: 아리랑 중심의 남북한 음악문화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가 오선보에 처음 아리랑을

채보한 연도가 1896년이라는 것을 볼 때, 이미 그 이전부터 아리랑은 우

리 민족과 항상 함께 하였으며, 분단 이후에는 남북의 경계를 넘어 한국

의 대표적인 민요로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96년 이전

에는 13세기 이후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나오는 신성염곡(新

聲艶曲), 1790년대 이승훈(李承薰, 1756-1801)의 문집인 「만천유고(萬川

遺稿)」에 실린 ‘아로롱(啞魯聾)가’ 등의 문헌에서 곡명이나 가사로 등장

하고 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아리랑은 전 세계 176개국(2009년 기

준)의 동포사회 전체(김연갑, 2011: 234)에 까지 퍼져 있다. 이에 아리랑

에 대한 연구도 학계에서 꾸준히 이루어고 있다(강등학 2007, 2012; 김연

갑, 2011, 2012; 김영운 2011, 2016; 김태준, 2011; 김혜정 2018, 2019; 이

보형 1997, 2009; 정팔용 201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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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관련 선행연구들이 언급하고 있는 아리랑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15) 첫째로 여러 개의 절로 가사를 창작하는 데에서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리랑 장르의 변화까지 아우르는 ‘창조성’, 둘째로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수난과 고통, 그뿐 아니라 기쁨의 시간도 함께한

‘역사성’, 셋째로 아리랑의 전파로 수많은 아리랑이 생성되며 다양한 음

악문화를 형성시키는 ‘문화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아리랑의 가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음악교과의 목표와도 관련이 깊다.

가.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

으로 표현한다.

나.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교육부, 2015: 4).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면, 악곡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창조성), 악곡의 역사적 맥락(역사성)과

문화적 맥락(문화성)을 이해하는 것이 관련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앞서 설명한 아리랑의 3가지 가치를 인식하여 통

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제재곡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관련될 수 있

다. 아리랑의 음악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악보와 음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를 학습 제재곡의 선곡 범주로

할 때, 이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이 있을

15) 이들의 아리랑 관련 연구주제는 다양하지만, 모두 아리랑의 창조성 역사성

문화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

리랑의 성격적인 부분은 이후 4장의 아리랑의 통일·평화교육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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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역사성). 일제 강점기 시대를 포함한 분단 전 아리랑을 통하여 민

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고, 남북 분단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각각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여 온 아리랑을 통해 문화적 이질성 극복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문화성). 그리고 ‘현재 아리랑은 무엇을 노래하

여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여 볼 수 있는데, 현 시대 우리 모두의 공

통된 최대 관심사라면 아마도 민족의 통일과 평화이므로, 우리는 아리랑

의 창조적 성격 차원에서 통일·평화를 위한 노래로서의 아리랑이 학습될

수 있다(창조성).

그렇다면 교육에서 아리랑은 어떤 모습일까? 아리랑은 1945년 학교

에서 음악 교육이 시작한 이후 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서에 수록되었

으며, 6차 교육과정부터 아리랑의 수록 횟수가 늘어났고, 2007 개정 교육

과정부터는 10종의 아리랑이 나타났다(김한순, 2013: 90-91). 그리고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 이후 2014년에 발간된 2009 개

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지역별 아리랑’을 소개하게 되었고,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대부분의 교과서에 아리랑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김혜정, 2019: 35). 즉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

학교 교육에서 특별히 국악교육에서 아리랑의 교육적 가치와 교과서에

수록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랑의 수록 현황을 보면 본조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몇 곡에 대해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교과서

의 활동내용도 장단, 신체표현, 토리와 시김새, 메기고 받기, 말붙임새 정

도만 언급이 되고 있어 몇몇 활동들이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어 다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혜정, 2019: 46, 50). 아리랑의 의미와 가치가

교육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을 담아내

어야 한다. 즉, 아리랑에는 가사와 선율, 그리고 장단 등의 음악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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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특징뿐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 전·후의 역사, 세월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하여 온 (음악)문화, 지금도 재창조 되고 있는 창조적 특성에 대해서

도 마땅히 교육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아리랑은 창조성, 역사성, 문화성의 가치가 있으며 음악교

육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아리랑

의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아리랑의 내재한 의

미를 볼 때, 아리랑답게 배우기 위해서는 통일·평화교육 개념과 연계한

학습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평화교육의 측

면에서도 같은 언어와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의 음악, 특별히

남북한 모두가 자랑하는 아리랑을 음악적으로 경험할 때 민족공동체의식

등 평화통일을 위해 함양해야 할 의식들을 배양할 수 있게 되고, 아리랑

의 창조적 성격을 반영한 현시대의 아리랑을 추구할 때 곧 통일·평화를

실천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①분단 전, 강원도 향토민요의 노동요에서부터 시작한

아리랑, 일제 강점기에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항일을 노래하던 아리랑, 그

리고 ②분단 이후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여 온 아리랑에 대한 역사

와 문화를 학습하고, 이제 ③현재의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

를 노래하는 아리랑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수업 주제를 각각 ‘문화적

동질성 회복’, ‘문화적 이질성 극복’, ‘통일문화공동체 지향’으로 나누어

수업 설계 및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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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법적 차원: 토의 활동

통일·평화역량은 학교 ‘안’보다 학교 ‘밖’의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역

량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업 방법 차원에서 학습내용의 내재화와 학

교 밖으로까지의 전이를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의 활동

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토의 활동은 토의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보다는 토의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

으로 소화하여 발표하는 종합적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토의는 “어

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그 주제에 대

해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정문성, 2004: 150)

으로 어떠한 주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그 주제에

대한 내면화를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16)

독일의 통일 이후 상황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볼 때, 우리는 갈

등과 문화충돌이 최소화가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토

의 활동은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 필요하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같은 민

족끼리의 전쟁 경험, 분단 기간, 상호교류 등의 면에서 훨씬 상황이 좋았

음에도 불구하고(김창환, 2016: 96), 통일 이후 사회의 내적통합을 이루

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는 독일보다 통일에 있어서 더 열악한 상황

임을 볼 때, 외적통일에 앞서 내적통일을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갈등이 예상되는 미래 통일 사회 공동체에서 토

의는 중요한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다. 토의에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

16) 토론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논증이나 검

증을 통해 자기주장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설득을 하는 것에서 토의와 구분된다(정문성,

200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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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일

경우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평화교육에서의 토의 수업은 미래 통일시민

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도 토의 활동에 대해 학습자들이 통일문제를 자신의 문

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36).

특히 집단 활동을 통한 협동학습 방식의 통일교육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학습자가 상호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토의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서 지식 위주의 전달식

교육을 지양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우리 사

회와 공동체에 관한 논제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통일·평화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

또한 통일·평화역량의 요소는 학교 안에서만 필요한 역량이 아니라

실제 통일의 상황에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개인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교실에서 배운 내용이 학교 밖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학교 밖 생활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면화가

잘되어져야 하는데, 내면화를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방법 중 하나

가 토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토의를 통해 학생들은 고급

사고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정문성, 2017: 27-30) 이를 내재화함으로

써 통일의식, 평화애호심 등의 다양한 통일·평화역량의 구성요소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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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의 활동은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에서 음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

하거나 발표하기, 설명하기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13-17). 이는 음악수업에서 음악 관련 주제로 토의 활동을 함으로써 음

악 그 자체의 본질뿐만 아니라 음악 외적인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맥락

의 영향 등을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음악에 대한 비판

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김일영, 2014: 456)으로

도 볼 수 있다. 즉, 음악교과에서 토의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

의 음악활동과 연결하여 학습한 내용을 인지하고 내면화하는 데에 도움

을 수 있다(김선미, 2017: 32). 이에 남한과 북한의 음악에 대한 느낌이

나 해당 악곡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학습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발표

하며 학생들은 악곡에 대한 음악적 사고와 내면화, 그리고 한반도의 통

일과 평화에 대한 의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수업 설계에서 토의 주제는 아리랑류 악곡에

대해 이해 및 음악활동을 하고, 해당악곡을 내면화하여 통일·평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토의의 내용이 음악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토의 수업의 동기 부여 및 수업 전개 과정에서 음악활동

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토의의 논제는 음악활동을 전제로

하고 제재곡과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며, 가창·기악·창작의 표현 영

역과, 감상, 그리고 생활화의 영역에서 학습한 음악적 이해와 활동을 내

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을 실제 삶의 문제에까지 연장하고 적극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평화로운 통일을 준비와 통일

이후의 삶을 위해 공동체로서 가져야할 의식 및 가치관과 상이한 문화가

만남에 따른 문화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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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중점을 둔 논제17)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화적 동질성 회복’, ‘문화적

이질성 극복’, ‘통일문화공동체 지향’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수업을 설

계하고 수업별로 마지막 부분에서 토의 학습을 통해 내면화하는 데 도움

을 주고자 한다. 각 주제별로 토의 논제는 다음과 같다.

<표 5> 주제별 토의 논제

수업 주제 토의 논제

문화적 동질성 회복
오늘 수업에서 배운 분단 전의 다양한 아리랑을 통

하여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었는가.

문화적 이질성 극복
북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분단 이후 주체사상이

담긴 북한음악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가.

통일문화공동체 지향
자신이 만든 <통일아리랑>에 대하여, 모둠 구성원

이 각각 작사자가 되어 돌아가며 인터뷰하기.

위의 토의 논제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고자 하브루타(harvruta), 도

덕적 딜레마(moral dilemma), 모둠 인터뷰(group interview)의 세 가지 방

법을 활용하고자 한다.18) 먼저,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공부법으로 부각되

기도 하였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짝 토의 방법이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의견을 주고받기 때문에 학습에서 학생 절반이 발표

를 할 수 있으며, 긴장이나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대화하듯이 토의에

17) 김일영(2014: 464)은 음악교과에서 토의 수업의 논제는 음악적 특징, 배경뿐

아니라 정책적 문제, 문화적 관점, 사회적 관점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특별히 통일·평화교육을 음악교과에서도 논제를 구상할 때

이러한 점은 반영되어야 한다.

18) 토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정문성(2017)의 <토의·토론 수업방법

84>’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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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할 수가 있다. 또한 짝이 말하는 것을 소화하여 발표하여야 하기 때문

에 경청을 하며 매우 고급사고를 하게 되며, 반대로 짝이 대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주는 것을 들으며 자신이 말한 것이 의도한 바와 같게 또

는 다르게 상대방이 이해한다는 점도 배울 수 있다. 이 방법은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관련한 주제로 학생들이 제재곡을 학습하며 느낀 다양한

느낌들을 반 친구들과 의견의 주고받으며 학습의 내면화에 도움이 될 것

이라 예상된다. 토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두 사람으로 짝 만들기

(2) 짝에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3) 동료의 의견을 메모하면서 듣기

(4) 동료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기

시간이 여유 있다면 왼쪽 학생만 발표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같

은 방법으로 반대쪽 학생들도 (2)∼(4)번의 절차를 한다.

다음 도덕적 딜레마 방법은 콜버그(Kohlberg)의 도덕 추론 과정19)

을 토의모형에 적용한 것으로 “딜레마 상황을 주고, 행동 선택을 하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높은 단계의 도덕적 추론을 유

도”(Kirschenbaum, 2006, 정문성, 2017: 280에서 재인용)하는 것이다. 남

북의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학생들은 남북한의

19) 도덕발달은 6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고, 2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옳다고 믿고, 3단계에서는 사

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옳다고 믿고, 4단계에서는 법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고, 5단계는 상호간에 공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옳

다고 믿고, 6단계는 정의와 윤리적 보편 원칙에 부합되는 것을 옳다는 믿는

단계이다(정문성, 2017: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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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인 문화적 상황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토의의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딜레마 상황 제시하기

(2) 자유롭게 발표하기

(3) 수업 마무리하기

교사는 딜레마 상황을 파워포인트로 토의가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스크린에 보여주며 진행을 한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학생이 사회자가 되고,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를 분석한다. 혹시

진행이 원만하지 않아 도덕적 추론 단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교사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교사는 학생들이 제

안한 다양한 발표 내용들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모둠 인터뷰 방법은 케이건(Kagan, 1994)의 협동학습

모형 중 하나로, 모둠 구성원 중 한명이 특정 인물의 역할을 하고 나머

지 학생들이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특정 인물을 맡은 학생

은 그 인물의 입장이 되어 대답을 한다. 그리고 차례대로 다음 학생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이 토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뷰할 인물 설정하기

(2) 한 사람이 역할을 맡아 인터뷰에 응하기

(3) 돌아가면서 그 인물이 되어 인터뷰하기

(4) 느낀 점을 발표하기

이 토의 방법은 통일문화공동체 지향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이루어

지는데,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통일아리랑을 창작하여 보는 시간

을 갖는다. 이에 수업시간에 특정 인물은 작곡가 또는 작사자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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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장난으로 수업의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인터뷰

를 할 때는 질문하는 학생이나 대답을 하는 학생 모두 서로에게 존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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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전략

이 절에서는 음악교과에서 통일·평화역량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먼저 학습 대상을 이해하고자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적 발달

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특징들과 통일·평화교육 및 아리랑은 어떠한 연

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한 교육 단계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수업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

시하고자 한다.

가. 학습 대상과 지도상 유의점

아리랑과 통일·평화교육에 관하여 초·중·고등학생 모두를 교육의 대

상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 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아리랑을 통한 통일·평화교육은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필요한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으로 음악이 중학교까지만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평화를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적 내용의 측

면과 음악의 특징을 통한 남북한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위

해 다양한 아리랑류 악곡의 제재곡 활용이 필요한데, 초등에서 다루어지

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 제재곡 민요는 전래민요로 범위가 한정적이다.

다양한 시김새가 나오는 민요, 여러 가지 악기의 음색 등의 내용 요소

및 개념(교육부, 2015: 18)은 중학교 수준에 적합한 제재곡들이 대부분이

다. 따라서 음악이 공통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학교급 중 제재곡의

수준에 적합한 대상은 중학교 학생들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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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학습 대상자인 만 13~15세의 중학생은 성인이 되기

위해 신체적·인지적·심리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발달 과정을 겪게 된다.

여기에서는 중학생 시기의 (음악)인지발달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효과적인 ‘음악과 통일·평화교육’을 위해 지도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에서 발달단계를 구강기-전조작기-구체적

조작기-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였다. 그 중 11세 이후를 형식적 조작기

라고 하며 이 시기의 인지적 특성으로 ‘가설에 기초한 문제 해결력’, ‘비

판적 사고’, ‘추상적 사고’라고 한다(권덕원, 2017: 125). 인지적 특성 중

‘가설에 기초한 문제 해결력’은 비판적·추상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비

판적’과 ‘추상적’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비판은 옳고 그름, 미와 추 등에

대한 판단 능력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의 반댓말로 직접 지각하

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사고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 연구에서의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아리랑류 악곡에 대한 학습은

남과 북의 아리랑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비판적으

로 수용하여 문화적 동질성 회복 및 이질성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

업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피아제의 인지적 특성을 음악교육에 적용하는 연구를 한 짐머만(M.

Zimmerman, 1982)은 이 시기의 학생들은 또래 음악문화를 중시하여 학

생들에게 친근한 대중가요 등의 음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교사는 음

악적 과제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권덕원, 2017: 124-125). 이러한 점에서 아리랑류의 악곡을 선곡할 때에

전통민요 장르의 아리랑 뿐 아니라 대중가요, 크로스오버 등의 다양한

장르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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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단계

수업 단계는 상호문화교육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단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으로 디어도르프의 상호문화역량에 대한 피라미드 모형20)을 활용

한다.

통일은 단순한 국토의 만남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하나 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교육을 통해 마땅히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마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지

식과 기능,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추병완, 2014: 353). 즉, 오랜 분단으

로 이질화된 점들이 많은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다름에 대해 어떻게 극

복할지 해결 방법을 도모하여 평화롭게 공존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은 상호문화교육적 접근방법을 통해 효과적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상호문화교육은 국민 통합적 성격을 띠는 동

시에 문화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전환을 도모하여 최종

적으로 사회 문화적 통합을 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오영훈, 2009: 27),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과제인 사회 통합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음악수업 설계에서는 상호문화

역량의 발달 단계를 활용하여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설계의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상호문화역량의 요소들 간의 관계

및 과정적 측면까지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수업설계에 적용하기

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디어도르프의 피라미드 모형을 적용한 통일·평화

역량 함양을 위한 음악수업의 4단계 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 이 모형에 대해서는 2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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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단계 수업절차

각 단계별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음악 수업 내용에 대한 자세히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디어도르프의 피라미드 모형에서 ‘필수 태

도’에 해당하는 ‘마음열기’는 수업에 대한 호기심, 개방성,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

거나 악곡을 감상하며 자연스럽게 ‘수업으로의 진입’21)을 하도록 한다.

이에 감상하는 아리랑류 악곡은 되도록 학생들과 친숙한 악곡으로 선정

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학생들은

감상 또는 시청 중인 영상이 통일·평화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하여 유추하고, 이후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여 보는 시간을

갖는다.

21) 수업의 진입구(A Doorway In)는 위긴스(J. Wiggins)가 사용한 용어로써,

학습자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음악을 접할 때, 음악에 열린 마음으

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악곡을 먼저 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Wiggins, 최은식 외 역, 201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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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알아가기’ 단계는 피라미드 모형에서 두 번째 단계인 ‘지식

과 이해’, 그리고 ‘기술’에 해당한다. 알아가기와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2-4곡의 주 제재곡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다. 디어도르프(2006:

255)는 이 피라미드 모델에서 ‘지식과 이해’는 문화적 자기 인식,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지식 등을 의미하므로, 이 점을 본 음악수업 설계

에 적용한다면, ‘지식과 이해’는 악곡의 심층적인 배경지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피라미드 모델에서 기술은 다른 문화 및 자신의 문화에 대

한 지식을 획득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서 여기에는 듣기, 관찰, 해석,

분석, 평가, 관련짓기가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이 점을 본 음악수업에 적

용하면, 악곡에 대한 관찰, 분석 등을 통한 남북한 아리랑에 대한 이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악곡의 음악외적 배경에

해당하는 역사적·문화적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그리고 아리랑이

다양한 장르이므로 공통요소 접근법에 의한 악곡의 개념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이 단계는 음악의 외적부분

과 내적부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적용하기’ 단계는 디어도르프의 피라미드 모형에서는 ‘내

적 성과’에 해당된다. 디어도르프도 내적 성과 부분에서 이전 단계의 지

식을 바탕으로 존중 공감 등의 내적 부분의 성과를 기대한다. 이에 본

수업 설계에서도 앞 단계인 지식적 이해 부분을 바탕으로 통일의식, 평

화애호심, 문화적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 등에 대한 내적 부분의 성과

를 얻도록 한다. 즉, 이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학습한 ‘악곡에 대한 배

경’과 ‘음악의 개념 및 구조’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는 ‘음악활동’을 통하

여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관련성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한 공

감·통일의식 등 내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있는 단계이다. 즉, 분단 전·후

의 아리랑을 감상하고 분단 전의 문화적 동질성과 분단 이후 서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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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도입 학습목표 및 주요활동 확인

↓ ↓

전

개

마음열기 수업으로의 진입

알아가기 음악의 내·외적 이해

적용하기 다양한 음악활동

소통하기 토의 활동

↓ ↓

정리 학습 정리, 차시 예고

진 아리랑의 양상을 경험하며, 현재 남한의 ‘아리랑’과 북한의 ‘아리랑’의

관계에 집중하여 서로의 관계를 재고하여 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소통하기’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학습을 바탕으로 실제

통일 과정과 이후의 삶에서 탈북민 또는 북한 주민(타문화권의 사람들)

과 적절한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키우는 단계로서 디어도르프의

피라미드 모형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외적 결과’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

서는 앞의 단계에서 ‘아리랑’을 통해 학습한 개방적 태도, 남북한 음악

문화의 ‘지식’적인 부분, 북한에 대한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통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 통일 시민으로서 해야 할 적절하고 효과

적인 소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본 수업 설계에서는 토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위 수업 단계별 내용을 정리하여 수업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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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제재곡 선정

본 절에서는 남북한 아리랑22)과 관련한 악보와 음반 자료를 검토하

고, 제재곡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그에 적합한 악곡을 선정하고자 한

다. 이어서 선정한 악곡에 대해서 악곡별 형성 배경 및 사설, 그리고 음

악적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 수업 제재곡 선정 기준 및 선곡

아리랑은 “‘아리’, ‘아라리’, ‘아라성’, ‘아리랑’이라는 입타령으로 된

후렴이 딸리는 장절 형식이며 이름에 ‘아라리’, ‘아라성’, ‘아리랑’이라는

말이 붙은 우리나라의 민요군”23)을 지칭한다. 이러한 아리랑은 강원도의

향토 민요인 <아라리>로부터 출발하여 19세기 말 경기도 지역으로 전파

되어 <경기도 아리랑>을 만들고, 이것은 이후 1926년 나운규 영화감독

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 <아리랑>의 모태가 된다(이용식, 2009: 225).

이러한 아리랑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가사와 선율

로 변화하여 수없이 많은 아리랑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아리랑과 관련한 자료는 크게 문헌 자료와 음악 자료로 나눌 수 있

는데, 문헌 자료는 학술지 등 다양한 아리랑에 대한 가사에 대한 연구와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연구들의 일체를, 음악 자료는 아

리랑의 음원과 악보에 대한 자료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지

22) 개별 아리랑을 지칭할 때에는 <본조아리랑>, <진도아리랑> 등과 같이 괄

호로 표시하고자 한다.

23) 한국민속문학사전, 이보형 집필,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869

(2020. 5.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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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을 아리랑은 모두 연구되

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연구되어 있는 문헌 자료들도 보면 제목이나 노

랫말만 전하여 질 뿐, 음원을 통한 악곡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

도 있다(김영운, 2011: 8). 또한 악보나 사설에 대한 자료는 학술적인 연

구 자료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음원자료는 대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성

격이 강하므로, 중학교 학생들이 접하고 배우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

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아리랑계

통의 악곡을 선곡의 범주 안에 넣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악곡

선정의 대상으로 활용될 자료는 아리랑계통의 악곡을 수집하여 발매한

CD 음반 자료들이다.24)

① <민족의 노래 아리랑> 신나라(1992)

② <한반도의 아리랑> 신나라(1994)

③ <해외동포아리랑> 신나라(1995)

④ <북한 아리랑>, 신나라(1999)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신나라(2003)

⑥ <다시 찾은 아리랑>, 신나라(2003)

⑦ <북녘 땅 우리소리> 서울음반(2004)

⑧ <아리랑의 수수께끼> 신나라(2005)

⑨ <아리랑 환상곡> Ⅰ, Ⅱ, 신나라(2005, 2006)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 신나라(2006)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 (2007)

위의 자료 중 <북녘 땅 우리 소리>의 음반만 아리랑류의 음악을

따로 모아 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아리랑류 음악만 수집하여 놓은 CD

24) 북한의 자료가 남한에 공개된 것들이 있지만, 연구를 위한 충분한 악보와

음원과 같은 음악자료와 문헌자료들이 확보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통일이 된

다면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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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제목

음 반

비 고
음반명

트

랙
1. 그리운 강남25) ⑨ 아리랑환상곡(1) 01

2. 강원도 아리랑

④ 북한아리랑 09

w 강원도 아리랑은 남

북음원이 각각 다른

가사와 멜로디를 지

닌다.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1) 10

① 민족의 노래 아리랑(1) 10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2) 01

② 한반도의 아리랑(3)

07

13

14

⑥ 다시 찾은 아리랑 06

3. 강원도 엮음아리랑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12

4. 경기긴아리랑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1)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3)

03

09

03

5. 경상도아리랑

④ 북한아리랑
06

07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1)

〃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3)

〃

08

11

01

13

③ 해외동포 아리랑 04

6. 꼴망태아리랑 ① 민족의 노래 아리랑 13

7. 광복군 아리랑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1) 08

② 한반도의 아리랑(4) 02

8. 구 아리랑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2) 10
w 75번의 헐버트아리

랑과 동일하다.

9. 구조아리랑26)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05 w 북한에서는 구조아

리랑을 서도아리랑이라

부른다. 이에 이곡은

33번의 서도아리랑과

같은 곡이다.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1) 05

② 한반도의 아리랑(3) 03

⑪ 영남아리랑(2) 02

⑧ 아리랑수수께끼 03

10. 기쁨의 아리랑
② 한반도의 아리랑(3) 17

③ 해외동포아리랑 11

이다. 이 중 기존 전통 민요 형식을 변주 또는 편곡된 곡(대부분이 본조

아리랑을 변주 또는 편곡하였음)을 제외하고, 음원자료에서 확인되는 아

리랑을 악곡제목별로 정리하여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음원자료에서 확인한 아리랑류 악곡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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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제목

음 반

비 고
음반명

트

랙
11. 긴아리 ② 한반도의 아리랑(3) 01

12. 긴아리랑

④ 북한아리랑 10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04

① 민족의 노래 아리랑 01

② 한반도의 아리랑(3) 03

⑨ 아리랑 환상곡 05

13. 긴아리랑2 ① 민족의 노래 아리랑 02

14. 긴아리랑3 ① 민족의 노래 아리랑 03

15. 긴아리랑타령 ⑥ 다시 찾은 아리랑 13

16. 나의 아리랑 ④ 북한아리랑 13

17. 단천아리랑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2)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3)

07

10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2) 03

⑨ 아리랑 환상곡(2) 03

18. 대구아리랑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1) 01

19. 대구아리랑2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1) 11

20. 독도아리랑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1) 10

21. 독립군아리랑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1) 09

③ 해외동포아리랑 07

22. 뗏목아리랑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2) 05

23. 랭산모판 큰애기

아리랑

④ 북한아리랑 05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10

24. 명주 자진아라리 ② 한반도의 아리랑(1) 05

25. 문경아리랑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2) 02

26. 밀양아리랑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11

w 영남아리랑의 재발견
(1)의 04번과 05번은

같은 곡이나, 05번은

장구반주이다.

w 남북한 각각의 음원

가락이 다르다.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1)
04

05

④ 북한아리랑 12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1)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2)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2)

12

03

15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1)

② 한반도의 아리랑(4) 01

⑥ 다시 찾은 아리랑 08

⑨ 아리랑 환상곡(1) 07

⑨ 아리랑 환상곡(2) 07

25) 제목에서는 아리랑계 악곡으로 보이지 않지만, 안기영(1930)이 “아리랑조를

순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삼천리』2권 4호 55쪽에서 밝힌 것(강등학 외,

2014: 169에서 재인용)과 후렴구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라는 가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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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제목

음 반

비 고
음반명

트

랙

27. 본조 아리랑27)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01

02
w 북한에서는 본조아리
랑을 아리랑이라 부

른다. 또한 남한에서도

본조아리랑을 아리랑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1)

01

02

04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2) 06

② 한반도의 아리랑(3) 05

④ 북한아리랑 08

⑧ 아리랑 수수께끼 01

28. 봉화아리랑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13

② 한반도의 아리랑(3) 08

29. 불성명당경아리랑 ⑥ 다시 찾은 아리랑 01

30. 사할린본조아리랑 ③ 해외동포아리랑
12

13

31. 삼아리랑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14

32. 새 아리랑28)
② 한반도의 아리랑(3) 16

③ 해외동포아리랑 15

33. 서도 아리랑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3)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3)

02

07

34. 신아리랑
⑨ 아리랑 환상곡(1) 04

① 민족의 노래 아리랑 05

35. 아라리 ⑦ 북녘 땅 우리소리3 08 w 량강도삼지연군
36. 아라리 ⑦ 북녘 땅 우리소리3 17 w 강원도 김화군
37. 아르래기 ⑦ 북녘 땅 우리소리1 04 w 평안남도맹산군기양리

38. 아르래기 ⑦ 북녘 땅 우리소리1 05
w 평안남도 맹산군 주

포리

39. 아르래기 ⑦ 북녘 땅 우리소리1 06
w 평안남도 대흥군 대

흥리

40. 아르랑 ⑥ 다시 찾은 아리랑 02

41. 아르렁타령 ⑥ 다시 찾은 아리랑 03

42. 아리랑(향토민요) ⑦ 북녘 땅 우리소리2 27

w 황해남도룡연군몽금포리

w 제목은 44번 악곡과

같지만, 이 곡은 향

토민요로서 다른 멜

로디와 가사를 지녔다.

43. 아리랑(향토민요) ⑦ 북녘 땅 우리소리3 24

w 함경북도회령시궁심동

w 위 곡과 마찬가지로

제목은 44번 악곡과

같지만, 이 곡은 향

토민요로서 다른 멜

로디와 가사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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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제목

음 반

비 고
음반명

트

랙

44. 아리랑

② 한반도의 아리랑(3) 12

w 대부분이 <본조아리

랑>과 동일하다.

<본조아리랑>이 아

닌 곡은 <긴아리랑>

또는 <구조 아리랑>의

가락을 부르고 있으며

가창자에 따라 가락

이나 시김새에 변화가

있는 경우이다.

③ 해외동포 아리랑

01

02

03

⑥ 다시 찾은 아리랑 09

① 민족의 노래 아리랑

04

06

07

08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1)

06

07

14

45. 아리랑랑랑 ⑧ 아리랑 수수께끼 07

46. 아리랑타령
⑦ 북녘 땅 우리소리2 28 w 황해남도삼천군수교리
⑥ 다시 찾은 아리랑 05

47. 아리랑그리운나라 ⑥ 다시 찾은 아리랑 14

48. 아리랑 꿈 ⑥ 다시 찾은 아리랑 17

49. 아리랑 세상 ⑥ 다시 찾은 아리랑 15

50. 아리랑 우지마라 ⑥ 다시 찾은 아리랑 16

51. 아리랑엮음 ③ 해외동포 아리랑 17

52. 아리랑연곡
② 한반도의 아리랑(3) 15

③ 해외동포 아리랑 14

53. 어랑타령
② 한반도의 아리랑(3) 06

③ 해외동포아리랑 05

54. 얼쑤아리랑 ② 한반도의 아리랑(3) 11

55. 영천아리랑

④ 북한아리랑 04

w 영남아리랑의 재발견

(1)의 06, 07은 같은 곡

이나, 07번은장구반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06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2)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3)

〃

〃

02

06

09

12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1)
06

07

③ 해외동포아리랑 09

56. 예천 아리랑 ② 한반도의 아리랑(1) 01

57. 온성아리랑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3) 11

58. 울릉도아리랑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1) 03

② 한반도의 아리랑(2) 05

59. 인제아라리 ② 한반도의 아리랑(2) 01

60. 인제뗏목아라리 ② 한반도의 아리랑(2) 02

61. 자진아리 ② 한반도의 아리랑(3) 02

62. 자진아라리 ⑦ 북녘 땅 우리소리 36 w 함경남도함주군신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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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제목

음 반

비 고
음반명

트

랙

63. 장백의새아리랑
② 한반도의 아리랑(3) 18

③ 해외동포아리랑 16

64. 정선아리랑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03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2) 07

① 민족의 노래 아리랑 09

③ 해외동포아리랑 08

⑨ 아리랑환상곡(1) 01

65. 정선아라리(1) ② 한반도의 아리랑(1) 01

66. 정선아라리(2) ② 한반도의 아리랑(1) 03

67. 정선엮음아라리 ② 한반도의 아리랑(1) 02

68. 제주도아리랑
② 한반도의 아리랑(4) 03

⑨ 아리랑 환상곡(2) 06

69. 중원 아라성 ② 한반도의 아리랑(1) 04

70. 쪽박 아라성 ③ 해외동포아리랑 10

71. 진도아리랑

④ 북한아리랑 11

w 남북한 음원 각각의

가락 차이가 있다.

① 민족의 노래 아리랑 12

② 한반도아리랑(3)

② 한반도아리랑(4)

09

04

⑨ 아리랑 환상곡 08

72. 초동아리랑
⑤ 남북 아리랑의 전설 08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3) 08

73. 태백아라리 ② 한반도의 아리랑(1) 04

74. 통천아리랑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2) 13

⑨ 아리랑환상곡(1) 02

75. 헐버트 아리랑 ⑧ 아리랑 수수께끼 02

76. 횡성 어리랑타령 ② 한반도의 아리랑(2) 03

77. 해주아리랑

⑩ 북한아리랑명창전집(3) 14

⑪ 영남아리랑의 재발견(2) 04

③ 해외동포아리랑 06

⑨ 아리랑 환상곡 04

아 아리랑계의 악곡으로 볼 수 있다.

26) 북한에서는 이 곡을 <서도아리랑>이라고 부르나, 북한아리랑명창전집(1)이

구조아리랑이라 적은 것은 남한의 악곡 명칭이 수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

측이 된다.

27) 북한에서는 ‘아리랑’이라고 부른다(김영운, 2013: 97).

28) 구조아리랑이 중국연변지역의 조선족 동포사이에서 이같이 불린다(김영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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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 통일·평화 역량 함양을 위한 음악수업을 할 때 아

리랑은 ‘분단 전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대한 측면과 ‘분단 이후의 이

질감 극복’에 대한 측면, 그리고 ‘미래 통일문화공동체 지향’에 대한 측면

도 교육이 가능한 악곡이다.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남한의

아리랑만 선곡한다든지, 또는 북한의 아리랑만 선곡한다든지 등 제재곡

선정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남북 공통이 공

유하는 아리랑, 남한에서만 불리는 아리랑, 북한에서만 불리는 아리랑,

남에서 북으로 간 아리랑, 북에서 남으로 온 아리랑 등 다각적인 관점에

서 아리랑을 바라보고 균형 있는 선곡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 악곡을 선행연구들(김영운, 2011, 2013; 이보형,

1997, 2009; 강등학, 2004, 2007, 2012, 0213, 2018; 조용호, 2010; 2012; 김

보희, 2010, 2012; 권갑하, 2015; 유대안, 2018)에 근거하여, 분단 전·후,

그리고 남과 북의 지역별로 나누어 보았다. 하지만 지역이든 연도든 명

확히 구분되지 않는 악곡들은 제외시켰다. 그리고 CD에 수록되어 있지

는 않았지만 분단 이후의 아리랑(강등학, 2018; 배인교, 2016; 전영선,

2011)은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선곡 범주에 추가하였

다. 다시 말하면, 위의 77곡 아리랑과 분단 이후의 아리랑29)을 분류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9) 여기 작성된 분단 이후의 아리랑은 모두 유투브를 통해 영상 및 음원을 확

인할 수 있다.



- 80 -

<표 7> 아리랑류 악곡의 시대별·지역별30) 분류

구분 악곡명

분단 전

그리운 강남, 강원도아리랑, 강원도엮음아리랑, 경기긴아리랑, 경상도

아리랑, 구조아리랑, 긴아리랑, 긴아리랑타령, 단천아리랑, 대구아리

랑(1)(2), 독도아리랑, 뗏목아리랑, 밀양아리랑, 문경아리랑, 본조아리

랑, 삼아리랑, 상주아리랑, 신아리랑, 아라리, 아르래기, 아르랑, 아르

렁타령, 아리랑(향토민요), 아리랑랑랑, 아리랑타령, 아리랑그리운나

라, 아리랑 꿈, 아리랑 세상, 울릉도아리랑, 영천아리랑, 예천아리랑,

인제아라리, 인제뗏목아라리, 자진아리, 자진아라리, 정선아리랑, 정

선아라리(1),(2), 정선엮음아라리, 제주도아리랑, 진도아리랑, 춘천의

병아라리, 통천아리랑, 태백아라리, 횡성 어리랑타령, 해주아리랑

분단

후

남

광복군아리랑, 독립군아리랑, 아리랑 목동(박단마, 1958), 아리랑 춘

풍(박재란, 1968), 아리랑 강릉(하춘화, 1978), 홀로아리랑(한돌,

1989), 98아리랑(강산에, 1998), 아리랑(윤도현, 2002), 통일아리랑(송

소희, 2016), 아리랑(SG 워너비, 2007)

북

기쁨의 아리랑, 나의 아리랑, 랭산모판큰애기아리랑, 온성아리랑, 초

동아리랑, 통일아리랑, 아리랑련곡, 철령아리랑, 군민아리랑, 선군승

리열두달, 행복의 아리랑, 간삼봉에 울린 아리랑, 밀림속의 아리랑,

피바다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 관현악 환상곡 아리랑

기타(불분명

또는 해외지역

아리랑)

명주자진아라리, 봉화아리랑, 불성명당경아리랑, 사할린본조아리랑,

아리랑 우지마라, 아리랑엮음. 아리랑연곡, 어랑타령, 얼쑤아리랑, 연

변아리랑, 장백의새아리랑, 중원아라성, 쪽박아라성

이제 위 <표 7>의 아리랑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악곡을 선정

하고자 한다.

(가) 교육에 적합한 악곡

• 음악적 수준 및 악곡의 내용요소가 교육과정에 맞는 악곡

• 가사에 북한의 정치적 사상이 들어가지 않는 악곡

(나) 통일·평화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악곡

• 전승과정에서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 악곡

• 시대별·남북 지역별 고루 선곡

30) 본 연구에서 지역별 분류는 남북의 구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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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악곡

• 악곡의 빠르기가 너무 느리지 않은(M.M=60 이상) 악곡

• 대중가요, 크로스오버 등의 악곡 장르의 악곡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교육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

설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등의 이념적 가사를 포함한 악곡은 제외시키고,

음악적 수준에 있어서는 남한의 음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곡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이 통일·평화역량 함양에 있으므로 아리랑

악곡 중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곡이면서, 되도록 분단

전·후의 시기, 남과 북의 지역을 고루 선정하였다. 아리랑의 역사에 대해

이보형(2009)은 아리랑의 생성문화에 대하여 (1)농민집단의 토속민요로

생성된 아리랑소리 문화유형, (2) 소리꾼집단의 통속민요로 생성된 아리

랑소리 문화유형, (3)대중음악집단의 신민요로 생성된 아리랑소리 문화유

형, (4)축제기회집단의 축제민요로 생성된 아리랑소리 문화유형으로 나누

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아리랑의 역사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

성하면, (1)향토민요로서의 아리랑, (2)통속 민요로서의 아리랑, (3)각 지

역별 아리랑으로서의 아리랑, (4)분단 이후 남북이 다른 양상으로 변한

아리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향토민요로서의 아리랑은 이후

아리랑의 음악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수업에서 다루는 데에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통속 민요로서의 아리랑, (3)각 지역별 아리랑,

(4)분단 이후의 아리랑으로 역사적 구분을 하고 각각 시대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아리랑을 선곡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리랑의 문화와 관련하

여서는 문화적 동질감을 느낌으로 통일에 대한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거나 문화적 이질감을 느낌으로 분단에 대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악곡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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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르
제목

비고
남 북

1

민요

구조아리랑 서도아리랑

2 본조아리랑 아리랑

3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

4 · 온성아리랑

5 · 영천아리랑

6

대중

가요

홀로아리랑 한돌 작사·작곡

7 · 통일아리랑
박두천 작사

김운룡 작곡

8
아리랑

(SG 워너비)
·

작사 안영민

작곡 조영수

9
크로스

오버
통일아리랑 ·

고형원 개사

편곡 미상

10 기악곡 · 아리랑환상곡 최성환 작곡

마지막으로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활용할 악곡이므로 위의 (가),

(나)의 조건이 만족하는 악곡 중 되도록 템포(tempo)나 장르 등에서 학

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악곡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얻은 최종 아리랑 제재곡은 총 10곡으로 다음과 같다.

<표 8> 최종 아리랑 선곡 결과

나. 악곡의 문화적·역사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

이 항에서는 선정된 수업 제재곡들의 ‘악곡 배경’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되 ‘분단 전 아리랑’에 한해서는 ‘남북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고자 한다. 악곡배경에서는 악곡과 관련한 문

화적·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다루고, 음악적 특징에서는 포괄적 음악교육

의 원리 중 하나인 ‘공통 요소 접근법’31), 그리고 공통 요소 접근법의 8

31) 공통 요소 접근 방법(Common Elements Approach)은 음악이 ‘소리’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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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공통 요소 중 ‘가락32)’, ‘리듬’, ‘형식’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33)

1) 본조아리랑34)

로 하기 때문에 순 음악 작품, 찬송가, 재즈, 민속 음악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들’이 그 구조상 본질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소리의 음파는 진동수, 파장, 진폭, 파형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음악

에서 음높이, 음길이, 셈여림, 음색을 의미하고, 음높이의 수평적 결합은 가락,

수직적 결합은 화음이라고 부르며 음길이의 결합은 리듬이라 한다. 그리고 이

와 같은 소리의 속성들은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되며 형식이

라는 또 하나의 요소를 만든다(조순이·양종모·김용희, 2017: 299). 이러한 음악

의 공통 요소들은 모든 장르의 음악에서 발견되므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는

12곡의 아리랑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2) 전통민요 장르의 악곡들(구조아리랑, 본조아리랑, 진도아리랑, 영천아리랑,

온성아리랑)의 가락적 특징은 ‘토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다. 토리란

“기층 음악의 선율에 나타나는 총체적 음 조직의 지역적 양식 특징”을 일컫

는 용어로써 그 종류로는 메나리 토리, 육자배기 토리, 경토리, 수심가토리가

있다. 이 외에도 학술 용어로 필요해서 ‘제주 토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토

리의 하위 개념으로 ‘진경토리(창부타령토리)’, ‘반경토리(한강수타령토리)’,

‘진수심가토리(수심가토리)’, ‘반수심가토리(난봉가토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한국민속문학사전, 2013: 477-478).

33) 음높이와 음길이는 각각 가락과 리듬에 포함되고, 셈여림과 음색은 악보에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고, 화음은 본연구의 선곡된 대부분의 악곡이 단선율이

므로, 제외시키고자 한다.

34) 이 곡의 명칭이 <본조아리랑>이라 하는 것은 전문 국악인들이 다른 아리랑

계 악곡과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모든 아리랑의 ‘본조(本調)’라는 의미는 아

니다. 남한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아리랑>이라고만 하는 것과 같이 대

부분의 북한의 자료에서도 이 곡은 <아리랑>이라 기록되었다(김영운, 2013:

110). 오늘날 학술적으로는 ‘본조아리랑’, 일반적으로는 ‘아리랑’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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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남한의 본조아리랑

출처: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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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북한의 아리랑

출처: 윤수동, 2012: 196

(가) 악곡배경

<본조아리랑>은 1926년 10월 1일, 서울 종로 극장 단성사(團成社/

1907~)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오늘

날 모든 아리랑의 대표로서 ‘민족의 노래’라는 위상을 확보한 노래이다

(김연갑, 2011: 306). <본조아리랑>의 유래에 대하여 이보형(1997:

112-113)은 <본조아리랑>의 원 소재가 되었던 아리랑이 ‘경기 자진아리

랑’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에 <경기 자진아리랑>이 가장 많이 유행

하였고, 음악적 구조도 이 둘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강등학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강등학은 경복궁 중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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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꾸준히 인기를 유지한 통속민요 아리랑은 <자진아리랑(경기 자진아

리랑)>이라고 한다. 이 곡이 유행하면서 소리꾼들이 이 아리랑에 변화를

주어 새롭게 창작하여 여러 아리랑들이 만들어졌는데, <본조아리랑>이

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강등학, 2012: 19-20).

<본조아리랑>은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크게 성공하며 향토

민요, 통속 민요에서 더 나아가 대중가요로 창작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

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보형은 <본조아리랑>으로 말미암아 아리랑이

통속 민요의 틀에서 벗어나 일제 식민지 시대의 대중음악 영역으로 확

대35)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리랑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36)로 지정하고 있

다(이보형, 1997: 116).

(나) 음악적 특징37)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로 서정적인 가락을 지닌 경토

리이며, 구성음 중 최저음과 그 외 음들과의 음정은 장2도, 완전4도, 완

전5도, 단6도이다. 선율형은 「솔-라-도-레-미-레-도-라-솔」, 「미-레-

도-라-솔」, 「도-솔」, 「솔-도」로 경토리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선

율진행을 보인다. 그리고 한 옥타브 내의 단선율 악곡으로 <악보 1>과

35) 이보형은 본조아리랑이 외형적으로 서구 음악에 가까운 모습을 지녔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한다. 보통 전통 민요의 리듬구조는 <구조아

리랑>과 같이 앞이 짧고 뒤가 긴 전단후장(前短後長)이지만, <본조아리랑>

의 리듬은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전장후단(前長後短)의 리듬이라는 것이 그것

이다(이보형, 2013: 64-65).

36) 이보형이 언급한 아리랑 역사의 시기적 구분은 본 논문 81쪽에서 설명한바

있다.

37) 민요의 특성상 가창자의 취향에 따라 즉흥적으로 불리거나, 채보자의 채보

방식 등의 요소로 조금씩 다르게 기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음악적

특징을 살펴볼 때, 본고에 실린 악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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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에서 보다시피 북한과 남한이 비슷한 선율을 지니고 있다. 시

김새는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가끔씩 드러나며, 메기는 소리에서

가장 높은 음이 나온다. 본고에서 선곡된 아리랑 중 남북에 함께 전승되

고 있는 다른 제재곡(구조아리랑, 진도아리랑)은 북한의 가창 음역대가

대체로 높은데 비해 악보상으로는 <본조아리랑>은 남북한의 가창 음역

대가 같다.

장단은 남한의 경우 3소박 3박 구조의 세마치장단으로 표기되어 있

지만, 북한은 장단에 대한 언급은 없고 속도와 분위기에 대한 설명만 되

어 있다.38) 남한의 경우는 국악의 장단을 표기하며 박자도 8분의 9박자

로 하여 국악적인 요소가 최대한 드러나게 한 반면, 북한은 4분의 3박자

로 표기하여 서양 악곡의 특징이 비교적 많이 드러난다.

형식은 대부분의 민요와 같이 후렴을 가지고 있는 유절형식이며 문

자로 표기하면 전렴(후렴) A(a-b), 본절 A’(c-b)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악보의 마지막 단, 둘째마디의 시김새 표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락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분단 이전부터 가장 많이 불리던 아리랑이고, 통

속화되어 분단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다른 아리랑들에

비하여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조아리랑>은 선율형,

시김새, 가창 음역대 등의 선율과 3분박의 장단(박), 형식에 있어서 현재

까지 전해지는 남북한의 아리랑 중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다

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1993), 최창호(1995), 윤수동(2012) 등에서 장단표기

가 없는 4분의 3박자의 악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대부분의 북한 악보에

서도 이 악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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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아리랑

<악보 3> 남한의 구조아리랑

출처: 아리랑아카이브39)

39) http://arirang.iha.go.kr/service/score.nihc#&gid=8&pid=1(2020. 04. 2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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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북한의 서도 아리랑

출처: 윤수동, 2012: 199

(가) 악곡배경

1896년 2월, 영문 월간지 『The Korean Repository』에서 ‘Korean

Vocal Music’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Homer. B.

Hulbert)는 자신이 채보한 아리랑을 실었는데, <구조아리랑>은 그가 채

보한 아리랑 <악보 5>와 같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이보형, 1997: 96;

김연갑, 2011: 289; 김영운, 2011: 10-12). 이와 같은 견해는 북한도 동일

하다. 북에서 발행된 윤수동(2012: 80-81)에서도 헐버트가 채보한 <아리

랑>의 악보를 제시하고 그 악보의 <아리랑>의 선율이 <서도아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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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고 하며 헐버트가 채보한 아리랑과 같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헐버트가 채보한 아리랑 악보이다.40)

<악보 5> 헐버트가 채보한 아리랑

출처: 헐버트(1896): 51.

헐버트는 위 악보에 이어서 아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782절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곡으로

‘아라렁(A-ra-rŭng)’이라는 듣기 좋은 제목이 붙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이 노래는 그들의 음식에 있어서 밥과 같은 존재이며,

나머지 노래들은 단지 부속물에 불과하다. 이 노래는 언제어디서나

40) 악보에서 헐버트 아리랑과 구조아리랑은 전반적인 구조 또는 흐름은 유사

하지만, 실제 자세한 부분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인 선교사였던

헐버트가 박이나 시김새 등에서 서양식으로 악보를 채보하였기 때문이라 추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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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수 있다. (중략) 내가 아는 바로는 이 곡은 3,520여 밤 동안 유

행해 왔고, 1883년 무렵부터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아리

랑의 “분명한 최종 형태”는 알 수 없다. 나는 그 누구도 수많은 그

노래의 절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실제로 이 곡

은 한국인에게 능숙한 ‘수많은 즉흥연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헐버트, 1896: 49-50).

이 글에서 헐버트는 당시의 사회에서 아리랑이 얼마나 많이 불려졌

고, 아리랑의 절이 782절41)이라고 언급함을 볼 때 가사와 멜로디에서 즉

흥연주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헐버트가 채보한 아

리랑이 1883년부터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 주장에서 <구조아

리랑>은 1926년 나운규의 영화 주제가 아리랑이 크게 유행하기 전까지

조선 말기부터 경기지역에 널리 불렸으며, 결국 영화 주제가 아리랑을

탄생케 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유대안,

2018: 51).

(나) 음악적 특징

구성음은 남한과 북한의 악보 모두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42)로

음색이 대체로 부드럽고 서정적인 가락의 경토리에 해당된다. 구성음 중

41) 여기에서 782절이라는 것은 정확한 절의 수가 아닌, 그만큼 많은 절이 창작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뒤이어 바로 수많은 아리

랑의 노래의 절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자가 없다고 덧붙여 설명하는 것을 볼

유추해볼 수 있다.

42) 여기에서 구성음이라고 하는 ‘솔-라-도-레-미’의 각 계이름은 서양 음악에

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편의상 서양식의 계이름을 빌려 설명한 것

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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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음과 그 외 음들과의 음정을 보면, 장2도, 완전4도, 완전5도, 단6도이

며, 선율선도 「솔-라-도-레-미-레-도-라-솔」, 「미-레-도-라-솔」 등

으로 대체로 순차적 진행을 한다. 남한의 <구조아리랑>과 북한의 <서도

아리랑>의 가락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가락의 구조는 같지만 세부적

으로는 다른 것이 확인된다.

장단은 남북한 모두 3박자 계통의 세마치장단이며, 북한에서는 이를

양산도장단이라 부른다. 곡의 속도(Tempo)에 있어서 남한의 악보에는

M.M = 72로, 북한의 악보에는 같은 기준 음표( )가 120으로 되어 있

다. 북한이 훨씬 빠르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음원을 들어보

면 북한식으로 높은 음역에서 고운 소리를 내는 발성적인 특성으로 인해

더 빠르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 그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형식은 후렴을 가지고 있는 유절형식이며 전렴(후렴, 받는 부분)과

본절(메기는 부분)이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문자로 표기하면 전

렴 A(a-b), 본절 A’(c-b)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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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도아리랑

<악보 6> 남한의 진도아리랑

출처: 김한순, 2011: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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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북한의 진도아리랑

출처: 윤수동, 2012: 22443)

43) 북한의 악보에서 진도아리랑은 두 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최창호(1995)의

책에서는 한시형 채보의 악보만 실려 있지만, 윤수동(2012)에 나온 악보에서

는 한시형 채보와 함께 윤수동이 채보한 악보도 실려 있다. 이 둘의 악보는

음악적 특징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본 절에 올려 부르는 가사도 다르

다.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북한 음원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한시형 채보의 악

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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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곡 배경

<진도아리랑>은 박종기가 기존에 전라도 각지에서 전승되던 토속

민요인 <산아지타령>을 재구성 또는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김혜정, 2004; 이보형, 2009; 김한순, 2011; 이용식, 2016).

<산아지타령>은 전라도 각지에서 불리는 토속민요인데, 음악적으로 육

자배기 토리, 세마치장단(또는 중모리 장단), 그리고 메기는 소리가 같다

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김혜정, 2004: 278)이 <진도아리랑>이 <산아지

타령>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두 노래의 차이는 받는 소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산아지타령>은

받는 소리의 노랫말이 “에야디야 에헤에야 에야아 디여라 산아지로구나”

하면서 ‘산아지’라는 노랫말이 들어가고, <진도아리랑>의 받는 소리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으로 시작하여 ‘아리랑’이라는 노랫말이 들어가

는 점에서 다르다(이용식, 2016: 29). ‘산아지타령’을 재구성하였다는 주장

들에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부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진

도아리랑>이 형성되는 데에는 박종기의 역할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보

는 것이 공통점이다.

가사와 관련하여 <진도아리랑>의 특이한 점은 받는 소리에서는 다

른 아리랑에서는 찾기 힘든 ‘응-응-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콧소리,

남녀 간의 정사에서 내는 흥을 표현하는 소리, 자기의 속사정을 들어 달

라고 칭얼대는 표현, 원망과 아픔에서 나오는 앓는 소리, 울음소리 등(김

한순, 2011: 365)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진다.

<진도아리랑>은 1930년대 이후에 형성 및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러한 일제의 탄압이 있던 시기의 <진도아리랑> 전승 상황의 한 국면을

담고 있는 <거꾸로아리랑> 사연을 살펴보고자 한다(김연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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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사 바뀐 가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응 응 응 아라리가 낳네

일본대판 딸각바리 왜놈의새끼들

총칼을 찼다고 자랑을 마라

이순신 거북선이 두둥실 떠가면

죽다남은 종자 새끼들 몰살을 하리라

판대본일 리바각딸 들끼새의놈왜

고다찼을칼총 라마을랑자

이선북거신순이 면가떠실둥두

들끼새은 남다죽 라리하을살몰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응 응 응 아라리가 났네

323-324). 신극단사건(新劇團 事件)에 등장하는 <진도아리랑>에 대한 사

연인데, 여기에서 <진도아리랑>은 이순신 장군의 용맹성을 들어 일본의

침략상을 비판하는 가사로 불려졌다. 이 가사는 당연히 일제 시대에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노랫말이었다. 하지만 연극에서 반드시 불리워야

하는 사설이었으므로 기지를 발휘하여 가사를 거꾸로 불렀다. 다음과 원

가사와 바뀐 가사이다.

<표 9> ‘거꾸로 아리랑’ 사연에서 <진도아리랑>의 가사

이렇게 가사를 거꾸로 바꾸어 부르자 객석에서는 더 큰 소리로 합

창을 했고, 당시 일본인 형사는 제대로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서 후렴까지 따라하며 결국 ‘조선 아리랑 참 재미있다’라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공연을 마치고 며칠 후, 이 실상이 발각되고 배우들은 피체

되고 극단도 폐쇄를 당하고 말았다는 사연이다.

(나) 음악적 특징

주요 구성음은 ‘미·라·시’이고, 주요음끼리 음정 구조는 완전4도, 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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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시김새에서 ‘미’는 굵게 떨어주고(요성), ‘라’는 평으로 소리 내며,

‘시’는 먼저 ‘도’를 짧게 소리 내고 꺾어주는 전형적인 육자배기토리이다.

선율형을 보면, 「미-라」, 「라-미」, 「미-라-도-시-라」, 「도-시-라

-미-라」로 육자배기 토리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선율선을 보인다.

<진도아리랑>만의 선율적 특징이라 하면, 절이 바뀔 때마다 첫 부분에

서 높은 음의 선율을 다양하게 변형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역이 한 옥타브 이상으로 아리랑계 악곡에서 비교적 넓은 음역을 갖으

며, 동음 반복과 도약이 많아서 힘차고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어진다. 그

리고 음역도 한 옥타브 이상으로 아리랑계 악곡에서 비교적 넓은 음역을

갖는다.

장단은 보통 3소박 3박의 세마치장단으로 부르는데, 12박의 중모리

장단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느리게 부를 때는 중모리장단에, 흥

에 겨워 빠르게 부를 때에는 세마치장단에 맞춰 신명나게 부른다. 세마

치장단으로 노래할 때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각각 1장단씩을 치며 부르고, 중모리장단으로 부를 때는 ‘아리아리랑 쓰

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1장단을 치며 부른다(김한순, 2011: 366-367).

남한의 악보에는 3소박 3박의 세마치장단으로, 북한의 악보에는 12박의

중모리 장단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본박이 남한은 8분 음표를 기준으로

북한은 16분 음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진도아리랑>의 형식도 앞서 살펴본 아리랑과 같이 후렴을 지닌

유절형식이다. 그리고 이를 문자로 표현하면 전렴(후렴) A(a-b), 본절 B

(c-d)로 볼 수 있는데, 절이 바뀔 때 마다 첫 부분(c)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기므로 c′,c″ 등으로 변한다.

<진도아리랑>의 경우 남과 북의 차이를 보면, 북한은 장식음으로

처리할 만한 것을 모두 음표로 표기하고 있다. 즉 장식적인 시김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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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악보에서 더 많이 확인된다. 이에 비해 남한의 아리랑이 북한보

다 훨씬 단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아리아리랑’ 이 부분이

남한은 항상 같은데, 북한은 남한에서 볼 수 없는 형태가 나오기도 한다.

4) 온성아리랑

<악보 8> 온성 아리랑

출처: 윤수동, 2012: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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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곡 배경

온성은 함경북도에 위치한 곳으로 <온성아리랑>은 남한에서는 불

리지 않고 북한에서만 불리는 아리랑이다. 북한에 약 20여 종의 아리랑

에서 많이 불리는 아리랑 중 하나로(정팔용, 2013: 185), 음원자료에서

뿐만 아니라 악보와 악곡에 대한 해설도 지속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으

로 보아 북한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아리랑계 악곡이라 볼 수 있다.

이 곡이 언제 생겨난 것인지 명확히 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

만, <온성아리랑>의 음계구조를 볼 때, 함경북도의 향토민요라기보다는

<구조아리랑>계 악곡의 변주곡 또는 새롭게 창작된 악곡으로 추측(김영

운, 2013: 119)을 한다는 점에서 분단 이후의 악곡이라 여겨진다.

(나) 음악적 특징

앞서 <온성아리랑>이 함경북도 민요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향

토적인 민요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온성아리랑>이 ‘솔·라·

도·레·미’의 선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정팔용, 2013: 226) 대부분의 선율

이 순차적인 것으로 보아 경토리의 악곡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영운은

<온성아리랑>이 북한의 <서도아리랑>을 변주하였거나 새롭게 창작된

악곡으로 보고 있는데, 필자는 <서도아리랑>을 변주하였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자 한다. 그러한 이유에는 선율, 장단, 형식에서 모두 유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선율에서 <온성아리랑>과 북한의 <서도아리랑>은 크게 같은

선율의 형태를 지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성아리랑>은 전렴으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비교적 높은 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아래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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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는 선율형을 가진다. 같은 부분인 <서도아리랑>의 전렴에서도 노래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음이 전렴의 전반부 마디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서도아리랑>에서 후렴의 첫째 줄이 산형의 선율 모양을 지녔

는데, 이것 역시 <온성아리랑>의 선율 형태와 같다. 이 외에도 ‘솔’로 종

지하는 점 등 대부분의 선율 진행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장단에서 <온성아리랑>과 <서도아리랑> 모두 3소박의

양산도장단(세마치장단)에 얹어 노래를 부른다. 마지막으로 형식에서

<온성아리랑>이 전렴으로 시작하는 점은 다르지만, A(a+b) B(c+b′)의

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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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천아리랑

<악보 9> 엇모리장단의 영천아리랑

출처: 윤수동, 2012: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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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양산도장단의 영천아리랑

출처: 윤수동, 2012: 237

(가) 악곡 배경

<영천아리랑>은 경상도 민요로 강원도 지방의 아리랑이 경상도로

퍼져가면서 경상도 지역에 정착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점기

에 이주민에 의한 북한 지역과 만주 일대로 퍼져나가며 가사의 변형도

함께 일어났다.44) 그러다보니, <영천아리랑>은 경상도 영천에서 보다 오

히려 북한에서 널리 불려오게 되었다. 북한에서 불린 내용은 북한의 ‘문

학예술사전(하)’의 ‘영천아리랑’에 대한 설명을 보면 확인이 되는데, “예

4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97891&cid=63065&categoryId=63

065(2020. 5. 1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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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려온 대표적인 아리랑민요들 중의 하

나”라고 설명하고 있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549). 북한에서 많이

불리었지만 가사의 내용은 ‘꿀참외 박참외 가득 따놓고’(최창호, 1995:

423-424) 등 남한의 경상북도 영천지방의 생활풍경과 농촌 사람들의 풍

년에 대한 열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사상적 차이로

쉽게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도 남한을 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음악적 특징

<영천아리랑>은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되

어 불리어왔는데 현재에는 9/8박자의 세마치(양산도) 장단에 기초한 것

과 5/8박자의 엇모리장단에 기초한 것의 두 가지 노래가 많이 불리고 있

다. 5/8박자의 엇모리장단의 악곡은 9/8박자에 비해 템포가 빠르고 보다

밝은 분위기로 불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중 엇모리장단에 얹어 부

르는 <영천아리랑>은 음원들에서 더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녹음이 된

것으로 보아45) 더 자주 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곡은 장단은 다르지만, 노래의 선율선과 선율 진행 역시 순차

진행으로 비슷하다. 엇모리장단의 <영천아리랑>은 ‘도-레-미’, ‘솔-라-

도’의 진행이 많이 나오고, 구성음이 ‘솔·라·도·레·미’로 경토리이다. 반면

양산도 장단의 <영천아리랑>은 채보상의 문제인지, 북한식의 선율적 특

징 때문인지 남한의 민요식의 토리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식은 A(a+b) A′(c+b)로 두 악곡이 같은 구조를 갖는다. 이 두곡

45) <남북아리랑의전설> 06, <북한아리랑> 04, <북한아리랑명창전집> CD2-02.

<아리랑여행>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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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북한의 문학예술사전(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5/8박자의 엇모리가락을 타고 흐르는 <영천아리랑>의 곡조는

박력있고 건드러지면서도 밝고 명랑한 정서적특성을 띠고있다면 9/8

박자로 된 <영천아리랑>의 선율은 계면조에 기초하고있으며 흥겨운

률동성을 나타내면서도 서정적이고 유연하게 흐르는 것이 특징이

다.(p. 550)”

<영천아리랑>은 남한의 아리랑 중에서는 <강원도아리랑>46)과 비

슷하다. 이러한 점은 <영천아리랑>이 경상도지방의 고유한 향토적인 맛

보다도 강원도지방의 민요들과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문학예술사전(하):

550쪽)는 데서도 발견이 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민족의 노래 아리랑 시

리즈의 ‘북한 아리랑CD의 해설’ 중 음악적 분석에서 한상일은 엇모리장

단의 <영천아리랑>에 대해 선율에서 남한의 강원도아리랑을 편곡한 것

이라고 보았으며, 장단도 5박자 구조의 엇모리장단으로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46) 참고로 <강원도아리랑>은 남한과 북한이 선율과 가사, 장단 모든 면에서

다른 곡이다. 음악적으로 남한의 <강원도 아리랑>과 비슷한 북한의 아리랑

으로는 <영천아리랑>, <초동아리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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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리랑(SG 워너비)

<악보 11> 아리랑(SG 워너비)

출처: 악보나라(2020. 04. 25 접속)

(가) 악곡 배경

SG 워너비의 <아리랑>은 안영민 작사, 조영수 작곡의 곡이다. 분

단 이후 남한에서는 <홀로아리랑>과 같은 의식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곡

도 만들어졌지만, SG 워너비의 아리랑과 같이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노

래를 하는 악곡도 함께 작곡되었다. 본래 <아리랑>은 임에 대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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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그리움 등의 정서를 노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G 워너비의

아리랑은 현대의 아리랑 중 이러한 아리랑의 원 감성에 가장 잘 부합한

노래 중에서 성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007년에 발매되어 SG워너비

4집 음반의 타이틀곡으로 같은 해 대중가요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

하였고(강등학 외, 2014: 201), 골든디스크47)상까지 받게 해준 곡이다. 다

음은 악곡 전체의 가사이다.

<가사>

(1절) 꿈에서라도 만난다면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간 내 사랑

이별길을 넘어 가시다 발병이라도 나신다면

못난 내 품에서 잠시 쉬어 가세요

혹시나 내게로 찾아오시는 길 못 찾을까 걱정돼

달님에게 나 부탁해 그댈 비춰 드릴게요

(2절) 험한 가시밭 길 지나서 그대 만날 수만 있다면

두발이 헤져 닳아도 그 길을 걸으리

벌써 십리밖을 지나서 돌아오시기 버겁다면

다른 님 품에서라도 편히 쉬세요

가시는 길 꽃잎은 뿌리지 못해도 그대 행복하세요

보내드리고 오는 길 되려 그대 걱정이죠

(후렴) 사람아 내 사람아 불러도 대답없는 내 사람아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다시는 못볼 사람

나는 천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댈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나를 잊지는 말아요

47) 골든디스크라는 말은 미국 레코드협회가 백만 장 이상 팔린 레코드에 금빛

레코드를 시상한 데서 나온 말로 밀리언 셀러 레코드(Million seller record)

라고도부른다(시사상식사전, 2020. 5. 2. https://terms.naver.com/list.nhn?searchId=au723).

즉, 백만 장 이상 팔린 큰 인기를 누린 음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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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아 이젠 안녕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한번쯤은 나를 찾아줄 기대조차 못하게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날순 없겠지만

이토록 사랑했던 나를 잊지는 말아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SG워너비의 <아리랑>과 <본조아리랑> 모두

님에 대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고 있으나, SG 워너비의 <아리랑>은

떠나는 님에게 “이별을 넘어가시다 발병이라도 나신다면 못난 내 품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또는 “나는 천 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하여 표현한 반면, <본조아

리랑>은 떠나는 님에게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둘 가사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나) 음악적 특징

이 곡은 <본조아리랑>의 선율이 간주에서 차용되고 있다. 선율은

서양식 조성음악에 기반을 두었으며, 반주악기 구성은 바이올린 등의 서

양 클래식 악기, 신디사이저, 일렉기타 등의 밴드 악기, 해금, 장구 등의

국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장단은 <본조아리랑>은 세마치장단이지만, 이 곡은 8/12박자의 굿

거리장단이 사용되고 있다. 굿거리장단의 리듬형을 차용하고 있으나, 국

악 장단 의 기경결해(起景結解: 시작해서, 달고, 맺고, 푸는)의 원리가 적

용되지는 않고 있다. 가사의 내용이 님에 대한 사랑과 이별, 그리움을 노

래하고 있지만, 장구반주의 리듬으로 인해 곡 자체는 리드미컬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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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리랑 환상곡

(가) 악곡 배경

<아리랑 환상곡>은 북한의 공훈 예술가(바이올리니스트 또는 타악

기 주자) 최성환이 만수대예술단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던 1976년 아리랑

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2008년 2월 평양을 방문한 뉴욕 필하

모닉이 로린 마젤의 지휘로 이 곡을 연주한 이후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보형은 이 곡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로 “아리랑 고유의 선율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반음계나 변화화음 같은 현대적인 기법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상요하면서

곡 전체의 흐름을 조성의 변화로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이보

형, 2013: 102). 이 작품에 대한 북한 문헌을 통한 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연갑, 2011: 341).

⚫ 남북 간에 정치적, 문화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작품이다.

⚫ 북한 주체음악론에 의한 악기개량의 대표적인 성과작이다.

⚫ 주체적 관현악 편성법에 의한 배합 관현악곡의 성가를 가늠케 하는

작품이다.

⚫ 민요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다.

⚫ 일반인(북한과 일본 총련 동포)들을 관현악(클래식)에 접근케 한

작품이다.

위 내용에서 보듯, 이 곡에 대한 음악적 자부심도 느낄 수가 있고, 정

치적 교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클래식에 쉽게 접하게 하는 데에도 기

여한 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악곡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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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악적 특징

<관현악 아리랑>은 우리나라 대표 민요 ‘본조아리랑’을 다양한 조

의 변화를 통해 확대 및 반복하여 웅장함과 애절함을 관현악 편성으로

표현한 기악곡이다. “아리랑을 주제로 단소·고음젓대(개량 대금)·중음젓

대·장새납(개량 태평소)같은 개량 국악기와 24가지 양악기의 배합으로

편성된 환상곡풍”(김연갑, 2011: 340)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그 외 서주,

연결부, 종결부, 즉 서주-제시부-연결부-발전1-발전2(발전부)-연결부-재

현부- 종결부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하)에 의하면 각

부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시부에서는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천대와 무권리 속에서 해매

이던 우리 인민들의 쓰라린 생활감정과 새생활에 대한 절절한 념원

을 정서깊게 재현하고 있다. 음악은 5소절의 짧은 련결구를 거쳐 두

번째 부분인 중간부로 들어간다. 중간부는 원곡의 선율적핵과 리듬에

기초한 소조식의 구슬프고 쓸쓸한 선율로 변화발전하면서 착취사회

에서 겪은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심오하게 그려내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93: 455).

또한 윤수동의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주에서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듯 현악기로 <아리랑>의 첫

두소절을 깊은 서정속에 조용히 올려준 다음 저대의 처량하고 구슬

픈 울림으로 사람들을 작품의 정서세계에로 이끌어주면서 자연스럽

게 제시부로 넘어간다. 제시부에서 주제선률 (<아리랑>의 원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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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반복하면서 지난날 어둡고 숨막히던 착취사회에서 시달리던

우리 인민들의 쓰라린 생활감정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강렬한 지향

과 념원을 깊이있게 형상하고 있다(윤수동, 2012: 189-190).

이 둘을 종합하여 보면 이 관현악 <아리랑>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음악인만큼,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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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홀로아리랑

<악보 12> 홀로아리랑

출처: https://cafe.naver.com/gwmedias/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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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곡 배경

<홀로아리랑>은 1989년 한돌의 <타래모음 2집> 음반을 통해 알려

진 남한의 대중가요로서 <아리랑>이 붙은 노래들 중 하나이다. 이 곡은

남과 북의 배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독도라는 점을 내세워 통일

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였다. ‘홀로’라는 의미를 보면, 원래는 독도아리랑

으로 제목을 붙였지만, 독도에서 ‘독(獨)’을 우리말 ‘홀로’로 풀어 쓴 것이

다. 또한 남과 북이 ‘홀로’가 아닌 함께 나아가자는 역설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한돌은 1953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본명은 이홍건이다. 그는 전작

에서부터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는데, 아리랑과 통일에 대한 염

원은 실향민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당시 1·4후

퇴 때 두 명의 형과 누나를 북에 두고 월남한 그의 아버지는 한돌에게

“통일이 되면 북에 두고 온 형을 만나서, 잠시 헤어진다고 생각했지 버

린 것이 아니라고 전해 달라”는 한 맺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통

일을 염원하는 한국적 이미지로 가득한 <홀로아리랑>은 이러한 한돌의

상황에서 나온 곡인 것이다. 앨범 소개말을 보면 악곡에 대한 한돌의 의

도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소리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우리는 우리

의 한을 아리랑으로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든 홀로 아리

랑에선 그 한을 뛰어넘어 희망으로 가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중략)

독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 조국을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지키고 있

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처음엔 독도 아리랑으로 했다가 이왕이면

우리말을 쓰고 싶어 홀로 아리랑으로 했습니다.(독도: 홀로 섬) 그리

고 더 이상 홀로 부르는 아리랑이 아니기를 바라는 뜻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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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의 이러한 의도는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

은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

가될까’,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타고 간

다 가다가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와 같

이 가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러한 <홀로 아리랑>은 북에서도 즐

겨 불리어지고 있다. 다음의 일화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준다.

「내일신문」(2008.7.24. 김영철 “홀로아리랑을 아시나요”)의 기

획사에 따르면 월래 조용필은 2005년 평양 콘서트에서 <홀로아리

랑>을 부를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공연에 임박해서 북측에서 <홀로

아리랑>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조용필이 이에 응해 한 번도 불러

본 적이 없는 <홀로아리랑> 악보를 오히려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아

익혔다고 한다. 그런데 북측의 악보가 조용필에게 익숙하지 않은 숫

자보여서 조용필이 이를 다시 오선보로 역보하여 노래를 연습했고

공연이 끝나고서야 이 노래가 북측 가요가 아닌 원래 남한의 대중가

요임을 알았다고 한다(강등학 외, 2014: 245).

<홀로아리랑>이 남한의 대중가요이지만, 서정적인 선율에 독도와

통일 등 남북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의 가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음악적 특징

<홀로아리랑>의 선율에서는 5음 음계에 의거하여 한국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선율의 전체적인 구조는 <본조아리랑>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작곡가는 <본조아리랑>에 기반을 두고 작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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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성적으로 서양의 장음계에 의한 화성반주를 하고 있다.

형식을 보면, 후렴을 가진 유절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두도막 형

식48)의 전·후반부(16+16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의 부분(앞 16개의

마디)은 a b b′c와 그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4마디씩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첫마디의 음이 점차 높은음으로 가며 전체적으로 부

드러운 선율 속에서도 뒤로 갈수록 점차 드라마틱한 감정이 드러나도록

한다. 박자는 4분의 3박자이고 주요 리듬은 리듬이고, 이 리듬들이

조금씩 변형되어 반복하고 있다.

9) 남한의 통일 아리랑

(가) 악곡 배경

전주에 1788년에 작곡된 영국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의 가

곡, 올드 랭 사인(Auld Lans Syne)의 선율을 사용하며 시작한다. 제목

‘올드 랭 사인’은 그리운 옛날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석별(惜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적으로 졸업식 등 이별할 때 불리고 있지만,

내용은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을 담고 있다. “어릴 때 함께 자란 친구

를 잊어서는 안 돼. 어린 시절에는 함께 데이지를 꺾고 시냇물에서 놀았

지. 그 후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네. 자아. 한 잔 하세”라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다. 이 곡은 특별히 한국에서 1900년을 전후하여

애국가를 이 곡조를 따서 부르기도 했다.49) 작곡가는 이 곡의 노랫말에

담긴 의미가 ‘통일’과 맥락을 같이하고, 우리나라의 애국가의 멜로디가

48) 두 도막형식이나 뒤에 후렴이 붙어 겹두도막형식으로도 볼 수 있다.

4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9015&cid=40942&categoryId=33449

(2020. 4.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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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되기 이전에 애국가의 선율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두고 이

악곡을 <통일아리랑>의 전주로 활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주에 이어지는 <통일아리랑>의 가사는 <본조아리랑>의 가사에

서 메기는 부분만 변화를 주었다. 즉, 후렴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와 같이 그대로 사용하고, 메기는 부분에서는 통

일을 염원하는 내용으로 개사하였다. 다음은 <통일아리랑>의 전체 가사

이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 (간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땅 막혔던 벽을 허물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연다 (간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세계를 행진한다 (*2)

(나) 음악적 특징

2016년 고형원 개사의 <통일아리랑>은 전반적으로 국악적 요소와

서양음악적 요소가 더하여진 크로스오버의 장르이다. 가락은 전통 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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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조아리랑>과 일치하지만 반주에 나오는 화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민요에는 없던 서양의 조성적인 화성을 사용하고 있어 국악과 서양

음악의 요소가 더해져 있다. 반주에 사용되는 악기도 가야금 등의 국악

기와 신디사이저, 바이올린, 일랙기타 등의 서양식의 밴드악기가 함께 편

성되었다.

박자는 3박 분할에서 4박으로 변박을 한다. 형식과 함께 보다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식적으로는 크게 ‘전주’ - ‘본조아리랑의 원

선율’ - ‘간주’ - ‘템포와 박자의 변주’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주는 화성적인 신디사이저 반주에 트럼펫 선율만으로 조용히 시작한

다. 4/4박자의 전주가 마치면, 3박 분할의 <본조아리랑>의 선율이 바로

시작을 한다. 갑자기 변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곡가가 이 곡을 사용한

것에는 악곡이 담고 있는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

서 ‘3-3-2’의 불규칙 분할 리듬의 간주가 나온다. 간주 후에는 가창 음역

대가 높아지고, 템포가 빨라지고, 박자도 4/4박자로 변박한다. 간주 후에

노래는 메기는 부분을 두 번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본조아리랑>의 가

락을 편곡하여 부르고, 두 번째 다시 반복할 때는 원 가락으로 부르며

셈여림도 세지고, 템포에 따라 보다 힘찬 느낌으로 노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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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의 통일 아리랑

<악보 13> 북한의 통일아리랑

출처: 윤수동, 2012.

(가) 악곡 배경

북한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새롭게 창작되어 불리고 있는

아리랑류 노래 중 하나(배인교, 2016: 39)로 1998년 박두천 작사, 김운룡

작곡에 의해 만들어진 곡이다. 가사에는 남북 분단의 상황과 통일에 대

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다음은 전체 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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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1절) 헤어져 얼마냐 아리랑 아리랑

반세기 아픔이 가슴친다 가슴친다

(2절) 이대론 못 참아 아리랑 아리랑

장벽을 부시고 하나되지 하나되자

(3절) 온 결레 손을 잡고 아리랑 아리랑

자주의 새날을 앞당기자 앞당기자

(후렴) 아리랑 아리랑 통일의 아리랑

삼천리 내 나라 삼천리 내 나라 통일아리랑(윤수동, 2012: 170)

가사는 대체로 3·3조의 율격을 가지지만, ‘가슴친다’, ‘하나되자’, ‘앞

당기자’와 같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사는 4음절의 형태를 가진다. 통일에

대한 방식은 남한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북한도 통일을 간절히 염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수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일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겨나가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노래

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하나의 피줄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산

좋고 물 맑은 삼천리강산에서 화목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해방후 일

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부모

와 자식, 남편과 안해, 형제자매의 고통과 불행은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노래에서는 우리 인민의 바로 이러한 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

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윤수동, 201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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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난시기와 선군시대50)를 나누어 악곡에 대한 특징을 설명

한다. 지난 시기의 <아리랑>, <서도아리랑>, <긴아리랑>과 달리 선군

시대의 <통일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 등은 곡명에 ‘사상주체적내용’

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다(윤수동, 2012: 176). 이처럼 북한의

<통일아리랑>은 아리랑의 음악적 의미나 가치보다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자주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정치 이념적인 체제선전과 적화통일의 도

구로 이용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정팔용, 2013: 187).

(나) 음악적 특징

분단 이후 북한은 대부분의 아리랑 창작에 있어서 가사뿐만 아니라

음계나 리듬 등의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사상적 의미를 부

여하여 만들었다. 다음은 윤수동의 책에 나온 통일아리랑의 음악적 특징

과 관련한 부분을 설명하며, 지난 시기(분단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며 선

군시대(분단 이후의 시기)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시기의 <아리랑>은 대부분 양산도장단이나 엇모리장단에

맞추어 부르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새로 나온 <아리랑>들은 대체로

시대의 숨결과 맥박이 흘러넘치는 빠르고 약동적이면서 박력있는 장

단들을 선택리용하면서도 그것을 다양하게 적용하였다(윤수동, 2012:

182).

이처럼 <통일아리랑>을 포함하여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

난 이후에 만들어진 아리랑을 보면, 장단에 대한 비교에 이어서 선율과

50) 지난 시기는 분단 이전을, 선군시대는 분단 이후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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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까지도 민족적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의미를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악적으로 보면, 북한의 <통일아리랑> 역시 제목에 아리랑이라고

붙여 놓았지만, 전통 민요의 스타일이 아닌 조성 반주의 서양식 화음을

사용한 아리랑이다. 악조는 C장조이며, 리듬은 4/4박자를 취하고, 선율에

서 전렴과 후렴을 가지고 있는 두 도막 형식의 악곡이다. 음역은 ‘솔’음

부터 두 옥타브위의 ‘도’음까지 11도이며, 주로 나오는 구성음이 솔라도

레미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음계는 서양의 장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즉, 제7, 10, 13, 16마디에서 서양음악의 장조(major scale)적인 선율진행

이 나타난다. 또한 제3악단의 후렴에서 ‘아리랑 아리랑’의 첫음절인 ‘아’

와 마지막 음절인 ‘랑’의 박을 길게 주어 제3악단을 확대하여 음악적인

강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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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남북한 아리랑 수업의 지도 방안

1. 통일·평화교육으로서의 ‘아리랑’의 가치

아리랑이 여러 지역, 여러 세대를 걸쳐 불러온 노래로서 오늘날 우

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민요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

이 없을 것이다. 김연갑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리랑에 대해 ‘우리들의

족보’(김연갑, 1994: 7),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 주는 ‘보이지 않는 손’(p.

13),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p. 43)이라고 한다. 그러한 이유에는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기쁨의 역사를 모두 함께하였고, 노래를

만든 자, 노래의 주인공이 모두 국민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아리랑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음악분야를 포함

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일찍이 다루어지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김

동명의 시 <삼팔선>(김동명, 1947: 118-121), 이기형의 시 <분단아리

랑>(이기형, 2007: 10-11) 등에서 아리랑을 매개로 분단 극복하고, 통일

을 염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오태석 연출의 소리극 <아리랑>에서는

“한민족을 이끄는,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또는 맞이하면서 기뻐서 부르는

노래로, 한민족의 진정한 평화”에 대해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권갑하,

2015: 95—96). 음악분야에서는 북한 작곡가 최승환의 <아리랑 판타지

아>를 뉴욕필하모니가 2008년 평양에서 연주하였는데,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곡목의 전략적 선택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망 메시지일 뿐 아니

라 경직된 북한 청중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이끌어내었다”고 평가했다

(핀첨 성, 2013: 106, 재인용).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아리랑은 연구자가 3장에서 창조성, 문화성,



- 122 -

역사성이 내포되어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아리랑의 가치는

통일·평화교육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창조성, 문화성, 역사

성, 상징성으로 나누어 아리랑의 통일·평화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

다.

가. 아리랑의 ‘창조성’

아리랑이 계속적인 창조적 성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여음(餘音)과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른 내용

으로 발전해온 두 줄의 가사로 구성51)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오랜 시

간 동안 소통하여 오며 재창조되어 온 것이라 이해된다. 이처럼 아리랑

은 처음부터 계속적인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으며, 아리랑의 이러한 창조

적 가치에 대해 김혜정은 “기존의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모

습을 지향하고 있는 아리랑의 특성은 전통음악의 가장 중요한 ‘열림’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혜정, 2013:

149).

아리랑의 창조성은 2012년 12월 5일(현지 시간 기준), 프랑스 파리에

서 세계유네스코 제7차 세계무형문화유산위원회(The 7th Meeting of the

Intergovermental Commi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imanity)으로 등재하는 데에도 반영되었다. 아리

랑을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데, 그 중 아리랑의 창조성과 관련한 내용일

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1) http://heritage.unesco.or.kr/6316-2/(2020. 4. 1. 검색)



- 123 -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

체에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 된다는 점을 선

정 이유로 밝혔습니다.52)

또한 북한에서 발간된 윤수동의 <조선민요 아리랑>에서도 이러한

아리랑의 창조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리랑>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개별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끊

임없이 창작보충되여왔으며 오늘도 계속 창작되고 있다. <중략> 그

러므로 <아리랑>이라고 할 때에는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하여 내

려오는 <아리랑>뿐아니라 현시기 개별적인 창작가들이 <아리랑>이

라는 곡명으로 창작한 노래들도 <아리랑>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윤수동, 2012: 7).

미래의 통일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현 한반도의 상황에서도 아리랑

의 이러한 창조적 특성이 반영되어 분단 이후에 ‘통일아리랑’이라는 제목

하의 여러 곡들이 남북한 각각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 몇 개를 뽑아보자

면, 북에서 공개된 통일아리랑(1998년, 박두천 작사·김운룡 작곡)과 남한

에서 불리는 통일아리랑(2011년 이인식 작사·작곡; 2016년 고형원 개사;

2019년 고종환 작사·조승필 작곡)이 있다. 남북한에서 각각 만들어진 통

일아리랑을 보면, 가사는 모두 통일을 염원하는 한 가지 내용이지만 음

악의 장르나 형식 등의 음악적 특징과 분위기는 남북의 음악문화의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이 통일·평화교육에 반영된다면,

학교에서도 현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 또는 미래의 통일한국을 꿈꾸며 가

52)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19488

(2020. 4.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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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가락 등을 창작하고, 또는 분단 이후에 남한과 상이하게 발전한 북

한의 아리랑을 통한 아리랑 변천을 알아보는 등 음악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어쩌면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향토민요에서부터 시작하여 통속민요, 신민요, 대중가요

(트로트, 발라드 등)까지 학계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의 100여년의

시간 동안 아리랑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비교적 최근의 아리랑

인 윤도현 밴드의 응원가 <아리랑>, SG워너비의 <아리랑>, 김연아의

<오마주 투 코리아(Homage to Korea)53)> 등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전통 시대의 거리감 있는 민요가 아닌 현재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노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나. 아리랑의 ‘문화성’

아리랑은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불러왔기 때문에, 통일

이후 남과 북 모두의 정서까지 대변해 주는 표본적인 노래이다. 이에 따

라 기본적으로 아리랑은 노래의 가사에서 이성, 가정, 일상, 사회상, 자연

등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강등학은 여기에서 더 세분화하여

향토민요로서의 아리랑과 통속 민요로서의 아리랑으로 가사 내용을 나누

고 있는데, “향토민요 아리랑이 지역문화로서 지역과 개인을 축으로 한

근거리 문제를 담아내는 데 치중이 되어 있다면, 통속민요 아리랑은 대

중문화이기에 지역과 개인을 넘어서 사회의 일반적 관심사를 담아내는

데 보다 적극적인 지향을 보이고 있다”(강등학, 2007: 28)고 설명한다. 이

53) 이 곡은 ‘Homage’가 존경, 경의의 뜻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에 대한 경의,

감사’라는 의미의 곡으로 본조아리랑의 선율이 사용되어 아리랑의 아름다움

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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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리랑이 독립된 하나의 민요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 사이

에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삶이 가사에 녹아들어 형성되

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핀첨 성 힐러리는 아리랑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 아

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다문화 음악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와 음악

적 개념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한다(핀첨 성 힐러

리, 2013: 101). 통일·평화교육에서도 아리랑의 가사에 녹아져 있는 한반

도 역사속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남과 북의 아리

랑에 대한 학습을 한다면, 분단 이전의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

의 역사를 배우고 이로부터 ‘문화의 동질적인 부분’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단 이후의 서로 다른 사상 및 문화 하에서 발전하고 변화한 아

리랑을 학습하면서 ‘문화의 이질적인 부분’을 접하게 될 것이다. 문화와

관련하여 분단을 기점으로 생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은 한 문화에서

의 삶과 노래를 공감하며, 긴 역사 속에서 잠시 분단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을 다시 이전의 하나였던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 및 역량을 함

양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아리랑의 ‘역사성’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 한반도의 대표적인 민요를 꼽으라고 한다

면 당연 아리랑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슬픔의

역사, 기쁨의 역사와 함께하며 한반도 구성원들의 삶을 노래한 민요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분단 이전의 한 문화에서 출발하여 분단 이후에도 여

전히 남과 북 모두가 사랑하는 아리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

의 흐름 그 자체의 민요가 아리랑인 것이다. 김영운은 아리랑의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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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남과 북의 공통되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김영운, 2008:

5-6).

첫째, 아리랑계 악곡이 지니는 정체성을 후렴구에서 찾는 점

둘째, 아리랑 연구 초기에 제시되었던 아리랑의 유래나 어원 해석

셋째,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리랑이 존재한다는 점

넷째, 아리랑계 악곡의 광범위한 확산 시기를 19세기 말∼20세기 초로

보는 점

다섯째, 오늘날 아리랑을 대표하는 악곡으로 영화주제가 <아리랑>을

꼽고 있는 점.

남한과 북한이 지금도 아리랑에 대해 위와 같은 점들을 공통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서 아리랑이 통일에 대한 희망적인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영운이 밝힌 5가지 공통점 중 첫 번

째 견해인 아리랑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의

견해는 모두 분단 이전의 아리랑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아래에서 다르게 전개되는 아리

랑과 달리 분단 이전의 이러한 공통된 견해는 서로의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평화교육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

을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아리랑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화와 역사만 지니고 있

는 것은 아니다. 분단 이후에는 서로 체제와 문화 아래에서 가사나 음악

적 특징 등의 부분에서 상이한 양상을 지니고 변화하여 온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단 이후의 아리랑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이한 모습

을 인지하며, 상호 달라진 정서와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아리랑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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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평화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분단 이전의 공통된 아리

랑, 분단 이후의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여 온 아리랑 이 두 가지 특성 모

두가 통일·평화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라. 종합논의

아리랑은 노래의 구조상 다양한 ‘가사를 지닌 전렴과 반복되는 후렴’

으로 이루어져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창조되었고, 가사 속에

가정생활을 포함한 서민들의 일상 모습들을 담고 있기에 문화성을 지닌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역사가 담긴 악곡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리랑은 과거와 미래를 노래할 수 있으므로 분단 전후의 모든 문

화와 역사를 다루기에 적합하고 통일과 평화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아리랑

으로 재창조될 수 있으므로, 통일·평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아리랑의 세 가지 가치들이 어우러져 통일의 상징으로서의 아리

랑, 즉, 통일·평화교육적 아리랑의 가치로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박갑수는 아리랑을 “상징을 통해 일체화가 이루어지는 합일화

(incorporation) 기제”라고 하며, 아무리 남남이라도 아리랑을 부르는 순

간 단합과 죽음에 맞설 정도의 힘까지 보여주는 노래라고 설명한다(박갑

수, 2005: 135).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 남과 북이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국기 대신 한반도기를, 국가 대신 ‘아리랑’을 불렀

다(강등학, 2018: 75).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

리랑이 제 2의 국가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남과 북의 하나 됨을 상징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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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로서의 아리랑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미 그 의미와 당위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강등학은 아리랑의 ‘하나 됨’

의 특성에 대해 “아리랑이 단지 ‘하나’라는 점을 상징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이기 위한 일을 매개하는 보다 능동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강등학, 2018: 75-76). 김연갑은 통일 한국을 맞이하는

그날, 온 국민이 부둥켜 안고 부를 단 하나의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언급

한다(김연갑, 1999: 116). 정팔용은 과거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며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고 하나가 되었듯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한다(정팔용,

2013: 190). 임재해는 아리랑이 동질성 회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서의 역할을 하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리랑이 남북 관계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김연갑, 2011: 342-343, 재인용).

그리고 다음은 김연갑의 책(1988)에 실린 아리랑 선언문54)의 일부

이다.

원래 아리랑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터를 잡고 삶을 시작했

을 때 산에 대한 외경심에서 신가로 생겨 산악요, 농경요, 강변과 해

변요 등 생활요로 이어져왔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말 격변의 시대를

맞으면서부터 애국가, 광복군가, 혁명가, 군가, 유행가 등의 시대의

노래로 이어 왔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 우리에게 불려져야 할 아리랑은 ‘시대의

장벽’ ‘지역의 장애’ ‘사상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극복의 노래, 힘의

54) 김연갑(1998)은 “아리랑 선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리랑 선언문”은 4321년 4월 30일 아리랑제 추진위원회가 제정하여, 제 1

회 아리랑제에서 공포되었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모임 아리랑”으로 재정비

되면서 선언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통의 계승과 통일의 염원을 부각시킨

지금의 선언문으로 동년 5월에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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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여야 한다. 그리하여 힘의 노래는 갈라진 마음을 하나되게 하는

민족통일의 노래로 불러져야 한다. 통일의 노래 아리랑을! 이제 아리

랑은 삼팔선을 넘나드는 통일의 노래이며, 백두와 한라의 힘찬 부등

킴의 소리이다.

위 학자들의 주장과 아리랑 선언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거에 우리

의 기쁨의 역사, 슬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였던 아리랑은

지금 분단시대에도 계속 불려야 하며, 오늘날의 아리랑은 이제 통일아리

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

과 일찍이 함께하였고 지금도 우리의 문화 속에 함께하고 있는 아리랑은

이제는 현 시대를 반영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아리랑으

로 불리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리랑은 통일의 상징, 통일의 노래, 통일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리랑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역량을 함양함으로 인해 다시 분단 이전의

하나였던 아리랑으로, 아니 이제는 재통일된 하나의 새로운 아리랑으로

재창조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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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리랑의 주제별 지도방안

가. 주제별 수업 계획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한 ‘아리랑’ 수업지도안은 ‘문화적 동질성

회복’, ‘문화적 이질성 극복’, ‘새로운 통일공동체 지향’의 3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각 주제별 수업은 ‘마음열기’, ‘알아가기’, ‘적용하기’, ‘소통하기’

의 4단계로 구성된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표현, 감상, 생활화로 나뉘

는데, 본 수업 설계 중 음악활동이 중심이 되는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교

육과정 내용체계에 나오는 표현(가창, 기악, 창작)과 감상영역이 되도록

고루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영역의 음악경험을 위해 가

창 또는 기악 활동을 염두에 두었는데, 기악보다는 가창을 통해 가사를 직

접 불러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약 20분 정도의 적용하기 단계에서 악기

를 연습하고 연주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어

려울 것으로 보여 가창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수업에서는 제재곡이 다른 수

업보다 2곡이 더 많은데, 적용하기 단계에서 약 20분 정도의 시간 안에 음

악활동을 할 경우 여러 곡을 짧은 시간동안 학습하기에는 감상활동이 적

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세 번째 주제인 통일문화공동체 지향에 대한 수업에서는 통일을 염

원하는 아리랑을 학습할 경우, 아리랑의 재창조성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주

제에 맞게 자신만의 통일아리랑을 창작하여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

각되어 창작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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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 영역은 “음악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음악이 삶에 주는 의

미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는 교육과정에서

의 설명을 볼 때, 음악활동 중심의 수업에서와 토의 수업에서 모두 자연

스럽게 학습되리라 예상되므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각 주제별 수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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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제별 수업 계획

주제
및
차시

주요 학습 내용 제재곡
교육과정

영역 성취기준

문화적

동질성

회복

(1~2)

w <본조아리랑>을 학습한다.

w <구조아리랑>과 <진도아리랑>

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이해

한다.

w <구조아리랑>과 <진도아리랑>

의 주요 가락을 악곡의 특징에

맞게 노래 부른다.

w ‘오늘 수업에서 배운 분단 전의

다양한 아리랑을 통하여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었는가’에 대해

토의한다.

<주 제재곡>

· 구조아리랑

· 진도아리랑 · 표현

(가창)

· 생활화

· 9음01-01

· 9음01-05

· 9음02-03

<부 제재곡>

· 본조아리랑

문화적

이질성

극복

(3~4)

w 남북한 (음악)용어의 차이에 대해

학습한다.

w SG 워너비의 <아리랑>, <온성

아리랑>, <영천아리랑>, <아리랑

환상곡>의 악곡배경을 이해한다.

w SG 워너비의 <아리랑>, <온성

아리랑>, <영천아리랑>, <아리랑

환상곡>을 감상한다.

w ‘북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분단

이후 주체사상이 담긴 북한음

악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토의한다.

<주제재곡>

· 온성아리랑

· 영천아리랑

· 아리랑환상곡

· 아리랑

(SG 워너비)

· 감상

· 생활화

· 9음02-02

· 9음02-03

· 9음03-03

통일

문화

공동체

지향

(5~6)

w <홀로아리랑>을 학습한다.

w 남북의 <통일아리랑>의 악곡의

배경을 이해한다.

w 남북 소통을 주제로 하여 나만의

<통일아리랑>을 만들어본다.

w ‘자신이 만든 <통일아리랑>에

대하여, 모둠 구성원이 각각 작

사자가 되어 돌아가며 인터뷰

하기’ 활동을 한다.

<주 제재곡>

· 통일아리랑

(남, 북) · 표현

(창작)

· 생활화

· 9음01-03

· 9음02-02

· 9음03-01

· 9음03-03

<부 제재곡>

· 홀로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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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제별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시간에 사용할 교수·학습지도안은 먼저 주제, 차시, 시간, 학습

목표, 학습활동, 통일·평화역량 구성요소, 성취기준, 제재곡에 이어서 수

업 단계와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각 구성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는 해당 차시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이자 학습목표를 아우르는

상위 범주의 목표로 볼 수도 있다. 사실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은 분명

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본조아리랑이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OST로 전국적으로 유행하였고, 지금도 남북에서 아리랑류 악곡

중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점(김연갑, 2011: 306, 이보형, 1997: 116)

에서 동질성을 느낄 수 있지만, 발성이나 반주에서 남한은 전통민요 또는

대중가요 장르로 편곡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고, 북한은 북한식 발성과 반

주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질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기가 어려울뿐더러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위해서도 제재곡의 역사적 시점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한번 수업에 한 가

지를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시 및 시간은 활동 중심의 수업과 단계별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1차시 45분을 기준으로 하여 2차시(90분)의 블록타임으로 교수·학습과정

안을 구성하였다. 학습목표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모두 포함

되도록 하였으며, 학습 활동은 앞서 설계한 수업의 4단계 즉, ‘마음열기’,

‘알아가기’, ‘적용하기’, ‘소통하기’로 구성하였다. 통일·평화역량 란에는 해

당 수업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는 통일·평화역량의 구성요소 6가지(공감,

남북의 음악문화, 심미성, 갈등해결, 통일의식, 평화애호심) 중 몇 가지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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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은 해당 수업의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부

분에 해당하는 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재곡은 해당 수업에서 다루

는 악곡들을 나열하였다. 각 수업에서의 제재곡은 1-2차시에는 분단 전

아리랑, 3-4차시에는 분단 후 아리랑, 5-6차시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

를 지닌 아리랑이다.

1) 문화적 동질성 회복

첫 번째 주제인 ‘문화적 동질성 회복(1-2차시)’은 분단 전 함께 한

아리랑을 제재곡(구조아리랑, 본조아리랑, 진도아리랑)으로 하여 남북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둔다.

‘마음열기’ 단계에서는 TV 방송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에서 부활

이 부른 <본조아리랑>을 감상하고 감상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이 주

제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리랑

의 가락이 통일·평화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알아가기’ 단계55)에서는 <구조아리랑>과 <진도아리랑>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분단 전 아리랑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한다.

여기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에 중점을 두어 분단 전 남북이 하나였던 시대

의 아리랑을 통해 하나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가졌음에 대한 설

명을 한다.

‘적용하기’ 단계는 두 가지의 음악활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알아가

기’ 단계에서 배운 악곡을 가창활동을 하여 본다.

55) 이 단계에서 제시하는 악곡배경에 관한 부분은 4장의 악곡배경의 내용 중

일부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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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문화적 동질성 회복
차시 1∼2

시간 90(분)

학습목표

• 분단 전 아리랑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분단 전 아리랑에 대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학습활동

• <본조아리랑>을 감상하며, 분단 전 문화를 공감한다.

• <구조아리랑>과 <진도아리랑>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학습한다.

• <구조아리랑>과 <진도아리랑>의 주요 가락을 악곡의 특징에

맞게 노래 부른다.

• ‘오늘 수업에서 배운 분단 전의 다양한 아리랑을 통하여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었는가’에 대해 토의한다.

통일·평화역량

구성요소
공감, 남북의 음악문화, 심미성, 통일의식

성취기준

• 〔9음01-01〕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

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9음01-05〕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

• 〔9음02-03〕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제재곡 본조아리랑, 구조아리랑, 진도아리랑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지도
방법 및
유의점

도입

▶ 출결 인사하기

5

▶ 학습목표 안내하기

- 분단 전 아리랑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분단 전 아리랑에 대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

해 문화적 동질성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소통하기’ 단계에서는 하브루타 방법을 적용하여 ‘오늘 수업에서 배

운 분단 전의 다양한 아리랑을 통하여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었는가’에 대

한 주제로 모둠별 토의·토론을 한다.

<표 11> 교수·학습과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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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

마

음

열

기

✦ 알아봅시다 ✦

  <본조아리랑>은 오늘날 모든 아리랑 중 가장 잘 
알려진 아리랑으로 ‘민족의 노래’라는 위상을 확보한 
노래입니다. 1926년 10월 1일, 서울 종로 극장 단성
사(團成社/ 1907~)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의 주
제곡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명칭이 <본조아리랑>이
라 하는 것은 전문 국악인들이 다른 아리랑계 악곡
과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모든 아리랑의 ‘본조(本
調)’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본조아리랑>의 배경 이해하기

▶ <본조아리랑> 감상하기

- ‘불후의 명곡’에서 부활이 부른 <본조아리랑56)>

을 시청한다.

▶ 영상을 보고 난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기.

15

§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알

아

가

기

✦ 알아봅시다 ✦

  현재 <구조아리랑>은 헐버트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교육활동을 하며, 채보한 악보로 알
려져 있습니다. 헐버트의 채보한 악보와 아리랑에 
대한 그의 주장을 통해 당시의 사회에서 아리랑이 
얼마나 많이 불리어졌고, 수많은 아리랑이 가사와 
멜로디에서 즉흥연주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구조아리랑>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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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리랑은 이후 1926년 나운규의 영화 주제가 
아리랑이 크게 유행하기 전까지 조선 말기부터 경기
지역에 널리 불렸으며, 결국 영화 주제가 아리랑을 
탄생케 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도 볼 수 있습니다.

원 가사 바뀐 가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

랑 아라리가났네 아리

랑 응 응 응 아라리가

낳네

일본대판 딸각바리 왜

놈의새끼들 총칼을 찼

다고 자랑을 마라

이순신 거북선이 두둥실

떠가면 죽다남은 종자

새끼들 몰살을 하리라

판대본일 리바각딸 들

끼새의놈왜 고다찼을

칼총 라마을랑자

이선북거신순이 면가

떠실둥두 들끼새은 남

다죽 라리하을살몰

아리아리랑 쓰리쓰리

랑 아라리가났네 아리

랑 응 응 응 아라리가

났네

✦ 알아봅시다 ✦

  <진도아리랑>은 1930년대 이후에 형성 및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일제의 탄압이 있던 시기로 
시기에 따른 <진도아리랑> 전승 상황의 한 국면을 
담고 있는 <거꾸로아리랑>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극단사건(新劇團 事件)에 등장하는 <진도아리랑>
에 대한 사연인데, 여기에서 <진도아리랑>은 이순신 
장군의 용맹성을 들어 일본의 침략상을 비판하는 가
사로 불려졌습니다. 이 가사는 당연히 일제 시대에
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노랫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에서 반드시 불리워야 하는 사설이었으므로 기
지를 발휘하여 가사를 거꾸로 불렀다고 합니다. 다
음과 원가사와 바뀐 가사입니다. 

- <구조아리랑>을 전문가의 창으로 감상한다.

▶ <진도아리랑>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 일제 강점기 시대 역사적 배경과 관련한 진도

아리랑의 항일연극에 대한 예화를 들려주며,

문화적 동질성을 느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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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사를 거꾸로 바꾸어 부르자 객석에서는 
더 큰 소리로 합창을 했고, 당시 일본인 형사는 제
대로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후렴까지 따
라하며 결국 ‘조선 아리랑 참 재미있다’라고까지 하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연을 마치고 며칠 후, 이 
실상이 발각되고 배우들은 피체되고 극단도 폐쇄를 
당하고 말았다는 사연입니다.

- 감상한다.57)

▶ 남북한이 같은 아리랑을 공유하고 있는 이유

(분단 전에는 한민족으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를 설명하기

§학생들이

집중하여

감상하고

있는지

살핀다.

적

용

하

기

▶ <구조아리랑>의 가락 익히기

- 받는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른다.

- 교사는 메기는 소리를 부르고 학생들은 받는 소

리를 부른다.

- 메기는 소리를 한 장단씩 듣고 따라 부른다.

-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나누어 반복하며 제

재곡의 가락을 익힌다.

▶ 시김새를 살려 <구조 아리랑> 부르기

- 경토리의 구성음과 시김새를 이해한다.

-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른다.

- 시김새를 살려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

▶ <진도아리랑>의 가락 익히기

- 받는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른다.

- 교사는 메기는 소리를 부르고 학생들은 받는 소

리를 부른다.

- 메기는 소리를 한 장단씩 듣고 따라 부른다.

-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나누어 반복하며 제

재곡의 가락을 익힌다.

25

§ 악곡의

특징을

생각하

며 노래

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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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김새를 살려 <진도 아리랑> 부르기

-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과 시김새를 이해한다.

-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른다.

- 시김새를 살려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

소

통

하

기

<토의 주제> 오늘 수업에서 배운 분단 전

의 다양한 아리랑을 통하여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었는가.

▶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의하기

- 두 명이 짝이 되어 한 모둠을 이룬다.

- 왼쪽 학생이 짝에게 자신의 의견을 3분 동안

발표한다.

- 오른쪽 학생은 아무 말 없이 메모하면서 경청

한다. 교사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전체 앞에서

발표할 수도 있으므로 잘 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 교사는 오른쪽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발표

시킨다. 되도록 첫 번째 학생이 발표한 이후에

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발표내용이

추가되도록 한다.

-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학생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왼

쪽학생이 메모하며 경청하고, 전체 토의를 한다.

- 교사는 토의할 때에는 학생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20

§ 자유로

운 분위

기에서

짝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 학습 정리하기

- 분단 전 하나의 모습으로 함께 하였던 아리랑을

학습하고 난 후의 감정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5

▶ 차시 예고하기

- 분단 이후 아리랑에 대해 알아볼 것을 예고한다.

56) https://www.youtube.com/watch?v=tVRXjvApwRU

57) https://www.youtube.com/watch?v=5V1YnaUl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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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이질성 극복

두 번째 주제인 문화적 이질성 극복(3-4차시)은 분단 후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지고 남과 북에서 각각 함께 한 아리랑(SG 워너비의 아리랑,

온성아리랑, 영천아리랑58), 아리랑 환상곡)을 제재곡으로 하고, 문화적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의지 또는 극복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의 아리랑류 악곡의 비율이 많이 있는 이유는 상호문

화교육적 접근방법에 의거하여 남한과 다른 아리랑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서로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SG 워너비의 <아리랑>이

2007년에 나온 것이므로 북한의 아리랑도 비슷한 시기의 아리랑을 감상

하면 좋겠지만, 이 시기에는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옹호 등의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곡이 대부분으로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1960년대에

나온 아리랑이지만 정치사상이 가사에 포함되지 않은 악곡인 <영천아리

랑>과 <온성아리랑>, 그리고 기악곡인 <아리랑 환상곡>으로 선정하였

다. 대신 북한의 아리랑에 대해서는 북한의 음악문화가 주체사상을 뒷받

침하는 음악으로 변질된 것을 함께 설명할 것이다.

‘마음열기’ 단계에서는 남북한 음악용어의 차이를 학습하며 수업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알아가기’ 단계에서는 분단 후의 남한

아리랑 중 SG 워너비의 <아리랑>과 북한의 아리랑인 <영천아리랑>,

<온성아리랑>, <아리랑 환상곡>을 비교·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적용

하기’ 단계에서는 먼저 앞 단계에서 지식적인 측면의 학습을 한 아리랑

류 악곡들을 감상한다. ‘소통하기’ 단계에서는 ‘도덕적 딜레마’ 방법을 적

용하여 ‘북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분단 이후 주체사상이 담긴 북한 음

58) 분단 전 아리랑이지만, 2000년 이후에 남한에서 불려진 곡으로, 분단 후의

북한의 음악적 특성이 반영되었으므로 주제2의 제재곡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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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문화적 이질성 극복
차시 3∼4

시간 90(분)

학습목표

• 분단 후 아리랑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분단 후 아리랑에 대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함양하고, 표현할 수 있다.

학습활동

• 남북한 (음악)용어의 차이에 대해 학습한다.

• 남한의 <아리랑>(SG 워너비)과 북한의 <온성아리랑>,

<영천아리랑>, <아리랑환상곡>의 악곡배경을 이해한다.

• <온성아리랑>, <영천아리랑>, <아리랑환상곡>을 감상한다.

• ‘북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분단 이후 주체사상이 담긴

북한음악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토의한다.

통일·평화역량

구성요소
남북의 음악문화, 심미성, 갈등해결, 평화애호심

성취기준

•〔9음02-02〕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9음02-03〕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제재곡 아리랑(SG 워너비), 온성아리랑, 영천아리랑, 아리랑환상곡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지도
방법 및
유의점

도입

▶ 출결 인사하기

5

▶ 학습목표 인지하기

- 분단 후 아리랑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분단 후 아리랑에 대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

해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함양

하고, 표현할 수 있다.

전

개

마

음

열

▶ 북한 뉴스의 일부 시청하기

- <문화적 이질성>의 한 측면인 한 뉴스의 일

부59)를 보며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느껴본다.

20

§ 지난

차시에

배운

악을 학습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토의를 한다.

<표 12> 교수·학습과정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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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남한 북한 남한 북한
국악,

전통음악
민족음악 기덕 다락

북한음악 북조선음악
더러러러

(요)
떨채

남한음악 남조선음악 덕(따) 편

진양조

장단
긴모리장단 새납 장새납

굿거리장단 풍년가장단 (전통)단소 재래단소

세마치

장단

양산도

장단

배음

(역취음)
곱올림

엇모리 모이리 음공, 지공 소리구멍

단모리장단
안땅장단

(옹헤야장단)
농음 롱음

자진모리

장단

잦은모리

장단
퇴성, 추성 끌소리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도레미파솔
라시도

도레미화쏠
라씨도

음색 소리색깔

소프라노 여성고음 음고 소리높이

메조
소프라노

여성중음 세게(f) 강한소리

엘토 여성저음 셈여림표 강약기호

테너 남성고음
피아니
시모(pp)

더 약한
소리

바리톤 남성중음 여리게(p) 약한소리

베이스 남성저음 매우 세게
더 강한
소리(ff)

낮은 저음기호 메조포르테 좀 강한

▶ 언어의 차이가 실제 음악용어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 두음법칙, 북한지역 방언 외에도 남한의 음악

용어는 한자어를 그대로 쓰거나 원어를 그대

로 쓰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해 북한의 음악용

어는 우리말로 풀어서 만든 것이나 노래의 제

목에서 따온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음악용

어의 차이가 있다.

<국악 용어>

<서양 음악 용어>

내용과

반대되는

남북간의

이질적인

모습을

보며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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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자리표 (조금 세게) 소리(mf)

높은음
자리표

고음기호 세로줄 소절선

도돌이표
반복하라는
표시

레가토,
이음줄

잇기

마디(소절) 소절, 머리 페르마타 연장부

장조 대조 트릴 굴림소리

단조 소조 스타카토
끊기

(스딱카토)

알

아

가

기

<북한 아리랑의 기본 창법>
  북한에서는 해방 후 서도민요를 바탕으로 모든 성
악을 발전시켜왔다. 그것이 오늘날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발성법이다. 주체발성법이란 소리를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맑게 내는 방법을 말한다. 물론 북한
에서는 아리랑도 주체발성법으로 불러야 한다. 남한
의 판소리에 바탕을 둔 진도아리랑은 북한에서 온 
이들에게는 조금 거칠게 들리지만, 서도민요를 바탕
으로 부르는 북한의 아리랑은 주체발성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정팔용, 2013: 188).

▶ 남북한 아리랑의 이질적인 모습 설명하기

- 남북한의 아리랑이 두 가지 양상을 가지는 이

유(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등의 분단), 이 수

업에서 북한의 아리랑 중 정치적 사상이 들어

간 다수의 아리랑을 학습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한다.

- 분단 이후 남한의 아리랑은 감성지향과 의식지

향의 두 방향으로 아리랑류 악곡의 모습이 변

화하였는데, SG 워너비가 부른 아리랑은 감성

지향의 대표적으로, 이후 3차시에 학습할 홀로

아리랑은 의식지향의 대표적인 악곡으로 볼 수

있음(강등학, 2018: 84)을 설명한다.

- 북한의 창법 및 발성법을 이해한다.

▶ 오늘 학습할 <아리랑(SG 워너비)>, <온성아리랑>,

<영천아리랑>, <아리랑환상곡> 소개하기

- <아리랑>(SG 워너비)의 악곡배경을 설명한다.

20

§ 교사의

설명을

주의

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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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아리랑>에 대해 알아봅시다 ✦

  <영천아리랑>은 북한에서 불리는 민요이지만, 제
목과 가사는 남한의 경상북도 영천지방의 생활풍경
과 농촌 사람들의 풍년에 대한 열망 등의 내용이 담
겨 있습니다. <영천아리랑>은 전해 내려오는 과정
에 여러 가창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
되여 불리어왔는데 현재에는 9/8박자의 세마치(양산
도) 장단에 기초한 것과 5/8박자의 엇모리장단에 기
초한 것의 두 가지 노래가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5/8박자의 엇모리장단의 악곡은 9/8박자에 비해 템
포도 빠르고 보다 밝은 분위기로 불리는 점에서 차
이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더 자주 불리는 엇모
리장단의 곡으로 감상하여 보겠습니다. 

✦ 알아봅시다 ✦

  본래 <아리랑>은 임에 대한 사랑, 이별, 그리움 
등의 정서를 노래하였는데, <SG 워너비의 아리랑>은 
현 시대의 아리랑 중 이러한 아리랑의 원 감성에 가
장 잘 부합한 노래 중에서 성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이 곡은 2007년에 발매된 SG워너비 4집 음
반의 타이틀곡으로 같은 해 나온 수많은 대중가요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골든디스크상까지 
수상한 곡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SG워너비의 <아리랑>과 <본
조아리랑> 모두 님에 대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고 
있으나, SG 워너비의 <아리랑>은 떠나는 님에게 “이
별을 넘어가시다 발병이라도 나신다면 못난 내 품에
서 잠시 쉬어가세요”, 또는 “나는 천 번을 다시 태어
나도 그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하는 반면, <본조아리랑>은 떠나는 님
에게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둘 가사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영천아리랑>의 악곡배경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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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환상곡>에 대해 알아봅시다 ✦

  이곡은 북한의 바이올리니스트(또는 타악기 주자) 
최성환이 만수대예술단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던 1976
년 아리랑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작품으로 북한과 
남한은 물론 2008년 2월 평양을 방문한 뉴욕 필하모
니가 로린 마젤의 지휘로 이 곡을 연주한 이후로는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온성아리랑>에 대해 알아봅시다 ✦

  <온성아리랑>은 북한에 약 20여 종의 아리랑이 있
는데, 이 중 많이 불리는 아리랑 중 하나로서, 남한에
서는 불리지 않고, 북한에서만 불리는 아리랑입니다. 
이 곡은 함경북도 온성의 민요이지만, <온성아리랑>이 
솔-선법이고 대부분의 선율이 순차적인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진경토리의 악곡이므로 메나리토리를 사용하
는 함경북도 온성지방의 향토민요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온성아리랑>의 악곡배경을 설명한다.

- <아리랑환상곡>의 악곡배경을 설명한다.

적

용

하

기

▶ 감상하기

- <아리랑(SG 워너비)60)>을 감상한다.

- <영천아리랑61)>을 감상한다.

- <온성아리랑62)>을 감상한다.

- <아리랑환상곡63)>을 감상한다.

▶ 분단 후, 서로 다르게 변하여 온 아리랑을 감

상한 느낌을 공유하기

- 모둠별로 이야기하여 본다.

- 모둠별로 정리하여 발표한다.

20

§ 악곡의

배경을

생각하며,

집중하여

감상한다.

소

통

하

기

<토의 주제> 북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분단 이후 주체사상이 담긴 북한음악을 학

습하는 것이 필요한가.

▶ 제재곡과 관련된 논제를 가지고, 도덕적 딜레마

방법의 토의하기
20

§ 모둠

구성원들

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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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딜레마 상황> 

  그동안 남북한 서로의 감성과 정서는 외국인보다
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통일을 위
해서는 북한의 사회, 경제, 역사뿐 아니라 그들의 정
서와 문화까지 이해해야 한다. 문화 중 음악은 정서
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음악은 
북한의 정서를 담고 있으며 북한음악을 듣거나 연주
하는 것은 북한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
에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음악을 학습하는 것은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양종모, 2001: 11).
  그러나 분단이후의 북한음악을 학교음악수업에 수용
했을 때, 학생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 통일의 대비하기 위해 주체
사상이 들어간 북한음악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가?

- 교사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한다.

- 자유롭게 발표한다. 이때 교사는 발표를 분석

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 단계를 확인한다.

- 토의를 마무리 한다.
만든다.

§ 토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인

태도로

임하도록

한다.

정리

▶ 학습 정리하기

- 오늘 학습한 분단 이후의 아리랑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아리랑의 이질적인 양상을 좁히

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다.
5

▶ 차시 예고하기

- 미래 통일시대 아리랑에 대해 알아볼 것을 예

고한다.

59) https://www.youtube.com/watch?v=5NFiNlNXMaQ

60) https://www.youtube.com/watch?v=e6hjrAE_UBE

61) https://www.youtube.com/watch?v=ED3ElQz1IIE

62) https://www.youtube.com/watch?v=zWWiFYfKQZQ

63) https://www.youtube.com/watch?v=K4LNdCic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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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일문화공동체 지향
차시 5∼6

시간 90(분)

학습목표

• 통일 염원 내용을 담은 아리랑의 이해를 통해 올바른 통

일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 통일 염원 내용을 담은 아리랑의 음악활동을 통해 미래

통일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양하고 표현할

수 있다.

학습활동

• <홀로아리랑>을 학습한다.

• 남북의 <통일아리랑>의 악곡배경을 이해한다.

• ‘남북 소통’을 주제로 하여, 나만의 <통일아리랑>을 만들어

본다.

• ‘자신이 만든 <통일아리랑>에 대하여, 모둠 구성원이 각각

작사자가 되어 돌아가며 인터뷰하기‘ 활동을 한다.

3) 통일문화공동체 지향

세 번째 주제인 통일문화공동체 지향(5-6차시)은 앞으로 함께할 통

일 대한민국의 아리랑을 지향하며 통일을 염원한 아리랑들을 제재곡(홀

로아리랑, 남한의 통일아리랑, 북한의 통일아리랑)으로 하여, 미래 통일

한국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문화공동체에 중점을 두었다.

‘마음열기’ 단계에서는 <홀로아리랑>에 대한 악곡이 만들어진 배경

에 대한 설명과 감상을 하며, 수업에 대한 개방적인 마음과 호기심을 갖

도록 한다. ‘알아가기’ 단계에서는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이 만든 각각의

<통일아리랑> 두곡에 대한 지식적인 면에 대한 이해를 한다.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학습한 두 <통일아리랑>을 감상하고 가사를 창작하여 학생

들이 자신만의 통일아리랑을 만들어 본다. ‘소통하기’ 단계에서는 모둠 인

터뷰 방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만든 통일아리랑에 대한 학생들의 인터뷰

하기’ 활동을 한다.

<표 13> 교수·학습과정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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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역량

구성요소
남북의 음악문화, 심미성, 통일의식, 평화애호심

성취기준

•〔9음02-02〕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

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9음01-03〕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9음03-03〕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조사하여 발

표한다.

제재 홀로아리랑, 통일아리랑(남), 통일아리랑(북)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지도
방법 및
유의점

도입

▶ 출결 인사하기

3

▶ 학습목표 안내하기

- 통일 염원 내용을 담은 아리랑의 이해를 통해

올바른 통일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 통일 염원 내용을 담은 아리랑의 음악활동을

통해 미래 통일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

지를 함양하고 표현할 수 있다.

전

개

마

음

열

기

▶ 전 시간의 학습내용 상기하기

- 전 시간에 배운 분단 전 아리랑과 분단 후 아

리랑을 학생들이 상기시킬 수 있도록 교사가

질문하면서 현재까지 우리민족과 함께하여 온

아리랑을 강조한다.

- 이후 자연스럽게 오늘 배울 수업은 앞으로 우

리가 만들어갈 아리랑은 통일아리랑이 되어야

함을 인식시키며 3번째 주제인 통일시대 아리

랑 수업을 들어간다.

▶ 스포츠 분야의 교류 영상 감상하기

-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분야

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볼 수 있는 영상64)을

감상하며, 다양한 행사와 그 행사에 사용되는

음악에 관심을 갖는다.

20

§ 남북의

교류

행사 및

음악회를

시청하며,

학생들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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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아리랑>에 대해 알아봅시다 ✦

  <홀로아리랑>은 1989년 한돌의 <타래모음 2집> 
음반을 통해 알려진 남한의 대중가요로서 <아리랑>
이 붙은 노래들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남과 북의 
배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독도라는 점을 내세
워 통일 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였습니다. 
  한돌은 전작에서부터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지대
하였는데, 아리랑과 통일에 대한 염원은 실향민 아
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쟁 당
시 1·4후퇴 때 두 명의 형과 누나를 북에 두고 월남
한 그의 아버지는 한돌에게 “통일이 되면 북에 두고 
온 형을 만나서, 잠시 헤어진다고 생각했지 버린 것
이 아니라고 전해 달라”는 한 맺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적 이미지로 
가득한 <홀로아리랑>은 이러한 한돌의 상황에서 나
온 곡인 것입니다.

✦ 북에서 <홀로아리랑>은 어떤지 알아봅시다 ✦

 「내일신문」(2008.7.24. 김영철 “홀로아리랑을 아
시나요”)의 기획사에 따르면 월래 조용필은 2005년 
평양 콘서트에서 <홀로아리랑>을 부를 계획이 없었

- 영상 속 한반도 국기를 남북의 국기로 사용하

듯, 국가를 아리랑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주

지시킨다.

▶ 남북 공동 음악회 영상 감상 중 불리는 <홀로

아리랑>을 감상65)하기

- 악곡 배경을 설명한다.

- <홀로아리랑>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여, 남

북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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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연에 임박해서 북측에서 <홀
로 아리랑>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조용필이 이에 
응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홀로아리랑> 악보
를 오히려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아 익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측의 악보가 조용필에게 익숙하지 않은 
숫자보였기 때문에 조용필이 이를 다시 오선보로 
역보하여 노래를 연습했고 공연이 끝나고서야 이 
노래가 북측 가요가 아닌 원래 남한의 대중가요임
을 알았다고 합니다.

알

아

가

기

✦ 알아봅시다 ✦

1. 공통점 및 차이점
  남과 북의 <통일아리랑>의 공통점이라면, 이 둘 모
두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사를 지
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남한과 북한
이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 남한의 통일 아리랑
  전주에 1788년에 작곡된 영국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의 가곡, 올드 랭 사인(Auld Lans Syne)의 
선율을 사용하며 시작한다. 제목 ‘올드 랭 사인’은 그
리운 옛날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석별(惜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작곡가는 이 곡의 노랫말에 담
긴 의미가 ‘통일’과 맥락을 같이하고, 우리나라의 애국
가의 멜로디가 작곡되기 이전에 애국가의 선율로 사용
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두고 이 악곡을 <통일아리
랑>의 전주로 활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주에 이어지는 <통일아리랑>의 가사는 <본조아리
랑>의 가사에서 메기는 부분만 변화를 주었다. 즉, 후
렴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와 같이 그대로 사용하고, 메기는 부분에서는 통
일을 염원하는 내용으로 개사하였다. 

▶ 남(2016, 고형원 개사)과 북(1998, 박두천 작

사·김운용 작곡)의 통일아리랑에 대해 이해하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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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통일아리랑
  북한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새롭게 창작되
어 불리고 있는 아리랑류 노래 중 하나(배인교, 2016: 
39)로 가사에는 남북 분단의 상황과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가사는 대체로 3·3조의 율격을 가지
지만, ‘가슴친다’, ‘하나되자’, ‘앞당기자’와 같이 강조
하고자 하는 가사는 4음절의 형태를 가진다. 통일에 
대한 방식은 남한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북한도 
통일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일아리랑> 감상하기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남66)북67)이 하나의 염원

을 가지고 만든 <통일아리랑>을 감상한다.

§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에

집중하며

감상한다.

적

용

하

기

▶ 나만의 <통일 아리랑> 창작하기

- (남한의 통일아리랑과 같이)<본조아리랑>의

메기는 부분의 가사를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

으로 자신만의 통일아리랑으로 창작하여 본다.

▶ 자신이 작사한 음악에 대하여 발표하기

20

소

통

하

기

<토의 주제> 자신이 만든 ‘통일아리랑’에

대하여, 모둠 구성원이 각각 작사자가 되어

돌아가며 인터뷰하기

▶ 제재곡과 관련된 논제로 모둠 인터뷰 토의하기

- 인터뷰할 인물을 선정한다. 본 수업시간에는

노래의 가사를 창작하여 보았으므로, ‘작사자’

로 선정한다.

- 한 사람이 ‘작사자’ 역할을 맡아 인터뷰에 응한

다. 이때 해당 역할의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걸

어주면 훨씬 실감나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다.

20

§ 다른

학생이

발표할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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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생에게 질문들을 어느 정도 하였다 싶으

면 오른쪽 학생에게 목걸이를 넘겨주고, 같은

방식으로 인터뷰를 한다. 같은 활동이지만 인

터뷰 인물의 대답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흥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 활동을 마친 후, 인터뷰를 한 소감에 대해 이

야기하여 본다.

정리

▶ 학습 정리하기

- 나의 통일아리랑을 만들어본 소감 말하기

- 나의 통일아리랑의 내용과 이유 이야기하기

-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시작에 학

생들이 있었다는 내용의 영상68)을 시청한다.

-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시작이 학

생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일이 멀리 있고

나와 관계없는 정치적 사건이 아닌 나부터 실

천할 수 있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한다.

7

§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하도록

지도한다.

▶ 차시 예고하기

64)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mid=SM0000053

2&limit=20&eqOdrby=false&eqViewYn=true&odr=news&hd=TM_10_30&page=2

&id=20284&ty=&vw=img&odr=news

65) https://www.youtube.com/watch?v=WYWv8xu9Tr4

66) https://www.youtube.com/watch?v=U8D1VgKdeX0(AR)

67)

https://www.youtube.com/watch?v=ZTMdUCc7mX0&list=RDZTMdUCc7mX

0&start_radio=1

68)

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mid=SM0000053

2&limit=20&eqOdrby=false&eqViewYn=true&odr=news&hd=TM_10_20&id=2

0303&ty=&vw=img&od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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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문화의 중심에 있는 음악은 정서적·문화적·소통적 측면에서 통일·평

화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해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류 악곡’을 주제로 하여 음악수업 설

계 및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래 통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통일·평화역량의 개념을 ‘한반도의 정서적·문화적인 화합을 위해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능력’으로 도출하고,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관계성’과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탐색하여 통

일·평화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통일·평화역량과 관련

된 개념인 상호문화역량의 통일·평화교육적 함의를 알아보았다. 마지막

으로 통일·평화역량의 구성요소는 공감, 남북의 음악문화, 심미성, 갈등

해결, 통일의식, 평화애호심의 6가지로 도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음악교육과 통일·평화교육의 관계를 본 연구가 문화

를 중심으로 한 통일·평화교육인 만큼 상호문화교육을 매개로 하여 관계

를 정리하였고, 통일·평화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의 의의를 문화적, 정서적,

소통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어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에 나타난 통일·평화 관련 내용도 음악과의 6가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수업 설계를 위해 먼저 음악과 통일·평화교육의 방향

을 내용적 차원에서는 ‘아리랑류 악곡’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의 음악문

화, 그리고 방법적 차원에서는 토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으로 설정

하였다. 이어서 효과적인 수업전략을 위해 학습 대상에 대한 이해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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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단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교육적 접근 방법에 근거하여

‘마음열기’, ‘알아가기’, ‘적용하기’, ‘소통하기’로 단계를 나누고, ‘소통하기’

단계에서의 토의는 하브루타, 도덕적 딜레마, 모둠 인터뷰의 방법을 활용

하였다. 이어서 수업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한 눈에 보이도록 수

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수업에 적합한 제재곡을 고르기 위해 실제 확인 가능

한 음원들을 검토하여, 먼저는 분단 전과 후, 그리고 남과 북으로 분류하

여 악곡을 나누고, 그 분류표에서 되도록 고루 선곡하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음악적 수준 및 악곡의 내용요소가 교육과정에 맞는 악곡,

가사에 북한의 정치적 사상이 들어가지 않는 악곡 등의 ‘교육에 적합한

악곡’, ②전승과정에서 역사적·문화적 중요 악곡, 시대별·남북 지역별 고

루 선곡한 악곡 등의 ‘통일·평화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악곡’, ③빠

르기나 장르 등을 고려하여 중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악곡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전통 민요로 구조아리랑·본조아리랑·진도아리랑·영천

아리랑·온성아리랑, 대중가요로 통일아리랑(북), SG 워너비의 아리랑, 홀

로아리랑, 크로스오버음악으로는 통일아리랑(남), 기악곡으로 북한의 관

현악 아리랑, 총 10곡이 중학교 음악수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각 악

곡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제 5장에서는 아리랑의 창조적, 문화적, 역사적인 특징으로 인한 통

일·평화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 주제별 수업 계획 및 교수·학습 과정안

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주제인 ‘문화적 동질성 회복’의 측면에서는 지역

별 아리랑으로 전파되기 전 일찍이 유행하였던 아리랑인 <구조아리랑>,

<본조아리랑>, <진도아리랑>을 통하여 아리랑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음악활동을 하고 이와 관련한 토의 주제를 ‘하브루타’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문화적 이질성 극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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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은 아리랑(SG 워너비)>, <온성아리랑>, <영천아리랑>, <아리랑

환상곡>의 분단 후의 아리랑을 제재곡으로 한 음악활동과 이와 관련한

토의 주제를 ‘도덕적 딜레마’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세 번

째 주제인 ‘통일문화공동체 지향’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각각의 <통일아

리랑>, <홀로아리랑>을 통해 가사 또는 가락의 일부를 창작하여 학생들

이 직접 자신만의 <통일아리랑>을 만들어 보고, 이후 토의 수업에서는

자신이 만든 <통일아리랑>에 대하여, 모둠 구성원이 각각 작사자가 되어

돌아가며 인터뷰해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하여 지도방안을 제시하였

다.

지금까지 통일·평화역량 함양을 위하여 아리랑을 활용한 중학교 음

악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음악과에서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

한 정서적·문화적인 부분에서 통일·평화역량을 함양시키고, 학습의 제재

곡인 아리랑은 현재 대한민국에 맞게 통일·평화적 가치를 지닌 아리랑으

로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중학교 음악수업에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첫째, 통일·평화교육을 위한 더욱 다양한

음악교육의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수업에서 활용되는 주 제재곡을 다

르게 하거나, 학습 영역 등을 다르게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면 보다 효율적인 통일·평화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통일·평화교육적 도구로서 아리랑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아리랑의

음악적 특성들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으나, 음악교육적 가치를 지닌 아리

랑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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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eed to achieve the concept of unification, which includes

not only the external part but also the unification of emotion and

culture where the mind becomes one. In this respect, music in the

center of culture can be an important educational tool for the

unification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ong ‘Arirang’,

loved by both North and South Korea,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educational tool for effective unification and peace education in the

subject of music. Due to the neces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middle school music class centered on the Arirang music

of North and South Korea to cultivate unification & peace

competency. For thi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was used, and the

research chapter contents are as follows.



- 167 -

Chapter Ⅱ derives the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unification

and peace competency in this study by synthesizing the opinions of

scholars who have defined unification competency and peace

competency in education to understand the unification and peace

competency. Subsequ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unification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in Korea and German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unification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will be

explored to present the necessity for cultivating unification and peace

capabilities. Next, we will examine the implications of reunification

and peace education of intercultural competence, which has a meaning

similar to that of unification and peace in terms of culture. Finally,

we derive the components of unification and peace capability that are

suitable for the concept of unification and peace capability defined in

this study.

Chapter Ⅲ explains the education on unification and peace in the

subject of music.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cultural

education and music education is summarized. Second, the

significance of music education in unification and peace education is

divided into cultural, emotional, and communicative aspects, and the

theoretical grounds for unification & peace education in music

education will be explained. Third, we look at the contents of

unification and peace appearing in the 2015 revised music and

curriculum are examined.

Chapter Ⅳ presents music lessons that are designed to cultivate

unification and peace competencies. First, the direction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inter-Korean music culture centered on Arirang’, and

‘debate and discussions’ are used as educational methods. Second, in

the class strategy, we look at the music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the learning object and points to be considered for this cla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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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tage is based on Deardorff's ‘Pyramid Model of Intercultural

Competence’, which is divided into 'open mind', 'getting acquainted',

'applied', and 'communicating' and explains the discussion model of

‘harvruta’, ‘moral dilemma’, and ‘group interview’. Subsequently, the

overall class model is presented. Third, among the various type of

'Arirang' North and South Korea, for selecting a suitable song for

this class, the criteria were finally set for Gujo Arirang, Bonjo

Arirang, Jindo Arirang, Onseong Arirang, Yeongcheon Arirang, Tongil

Arirang(South), Tongil Arirang(North), Arirang Fantasy, SG

Wannabe's Arirang, and Hollo Arirang and we review comments on

these music.

Chapter Ⅴ presents the teaching method of the inter-Korean

Arirang class. First of all, the value of 'Arirang' as unification &

peace education was divided into creativity, history, and culturality.

Next, according to the history of the division of Korea, the subject of

the course was set to 'recover cultural homogeneity', 'overcome

cultural heterogeneity', and 'toward a new unification culture

community'. The teaching guide plan for each subject were presented.

In the aspect of ‘recovering cultural homogeneity’, Arirang before the

division(Gujo Arirang, Bonjo Arirang, Jindo Arirang) was used as

pieces of music in a textbook to form consensus with each other. In

the aspect of ‘overcoming heterogeneity’, Arirang(SG Wannabe's

Arirang of South Korea, Onseong Arirang, Yeongcheon Arirang and

Arirnag Fantasy of North Korea), which has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since the division, was used as pieces of music in a textbook to

cultivate the will to overcome heterogeneity. And in terms of

‘oriented toward a new unification community’, Arirang, which wishes

for unification (Tongil Arirang of each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Hollo Arirang) as a sanction song, enables u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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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 toward a new unification community.

This study finds significance in that it designed a class that

linked unification & peace education and music education, discovered

the value of Arirang's unification & peace education, and discovered

music suitable for middle school classes. However, since Arirang was

limited to class sanctions as unification & peace educ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study the design of lessons that could convey

Arirang's musical value and meaning.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educational materials and educational methods to prepare for

unification in music education will be further developed.

keywords: Unification&Peace Competency, Intercultural Competence,

Middle School, Music Class, North and South Korea,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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