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한 승 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기본 이념인 민족주의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통일교육 연구에서는 민족주의를 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통일교육이 남북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열린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통일교육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논쟁적 사안인 

민족주의 담론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는 한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과 의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그것의 위험성만을 강조해 온 경향이 있다. 둘째, 통일과 민족주의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민족주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여전히 통일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 이념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과 

민족주의 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이러한 

통일과 민족주의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비교적 소홀했다. 셋째,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열린 민족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기존의 민족주의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열린 

민족주의 개념이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을 토대로 성립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러한 양립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분석법을 활용하여 민족주의를 둘러싼 통일교육의 

쟁점과 현황을 검토한 뒤,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민족주의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민족주의를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통일 담론에서 열린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민족주의를 둘러싼 

통일교육의 쟁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열린 민족주의가 지닌 한계를 분석해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의 한계와 관련해 본 연구는 첫째,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논쟁을 다뤘다. 민족주의 일반 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양쪽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민족주의가 통일의 논쟁적 주제에 해당함을 밝혔다. 둘째, 

통일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민족주의를 탐구하였다.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이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통일과 통합, 그리고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을 서로 구분하여 통일이 민족주의의 토대 위에서 성립 

가능한 개념임을 밝혔다. 셋째, 열린 민족주의의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다양성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의 

통일교육은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서 열린 민족주의 이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열린 민족주의의 전제와 관련해,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이 이론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열린 민족주의의 한계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통일교육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의 일상성을 간과해왔다. 둘째,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부터 향후 통일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했다. 먼저, 통일교육은 목표와 이념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서술과 

맥락에 내재되어 있는 암묵적이며 일상적인 형태의 민족주의 역시 경계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사회적∙학문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민족주의의 논쟁적 성격을 고려해 이를 통일교육의 



   

내용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통일교육이 

민족주의에 대한 찬반론에서 벗어나, 통일과 민족주의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으며, 또한 통일 

담론에 내재된 민족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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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기본 이념인 민족주의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과 민족주의 간의 관계를 밝힌 뒤,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민족주의에 대한 찬반론’이 아니라, 통일 개념에 

내재된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동시에, 교육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 ‘열린 민족주의’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오늘날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는 한국 

민족주의의 한 유형으로서, 남한 사회가 직면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의 갈등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열린 민족주의의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민족주의와 통일 및 통일교육의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향후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에 있어 민족주의는 핵심적인 이념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민족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주의는 통일과 통일교육을 정당화해주는 주요한 

논거로 기능해왔다(김동성, 1995; 김형렬 외, 2019, p. 153; 도진순, 1997; 

박성춘 & 이슬기, 2016, p. 71; 박찬석, 2003; 박호성, 1997; 이범웅, 2012; 

추병완, 1992).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맞이한 세계화와 다문화의 조류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그간의 통일교육이 무엇을 목표로 해왔으며, 또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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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했다. 특히, 이러한 성찰은 오랫동안 

통일교육의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민족주의 담론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통일교육이 

민족주의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수정(2011)은 

남북한의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혈통과 언어 그리고 

문화를 달리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별과 편견, 경계와 구분을 강조하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p. 66). 또한 박의경(2015)은 민족주의가 다양성과 더불어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누리게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p. 

208-209), 임지현(1999)은 민족주의의 폐해를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반역”이라 표현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구자들은 

통일교육이 다양한 구성원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명규, 2009; 박찬석 & 최현호, 2007; 

이상신, 2018).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김영명, 2002a, 2002b; 민경우, 2007; 

박호성, 1997). 이들은 오랜 세월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남북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동일한 민족과 영토에 기초한 

민족주의가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은 다문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통일 문제에서 

민족주의가 차지하는 역할과 그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민족주의의 현실’과 ‘다문화주의의 요구’는 민족주의와 관련된 

통일교육의 이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 딜레마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딜레마 논쟁은 민족주의에 대한 찬반론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구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민족주의 이념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조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통일 담론에서 민족주의가 갖는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폐해를 줄이는 동시에 다문화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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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민족주의’가 고안된 것이다. 1990년대부터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열린 민족주의는(강진웅, 2015, p. 266; 박의경, 2015, p. 209; 

윤인진, 2007, p. 21; 차승주, 2013, p. 485)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 

가능성”(박성춘 & 이슬기, 2016, p. 88)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열린 민족주의는 통일교육 영역에서 기존의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연 대안으로서 제시된 열린 민족주의는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고 있는가? 김영명(2016)은 한국 

민족주의가 열린 민족주의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무성하지만, 정작 

“열린 민족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p. 218). 양영자(2007) 또한 열린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들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논한다. 양영자는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이념상 모종의 갈등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 간의 관계와 차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교과 내용상에서의 혼란과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p. 26).  

지금까지 통일교육과 민족주의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예컨대, 윤인진(2007)은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검토한 

뒤, 민족주의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윤인진은 21세기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문제를 직시하는 동시에, 한국이 국제사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세계를 향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개방과 세계 

보편적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보편적 세계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p. 23). 

강진웅(2019)은 통일과 민족주의를 주제로 한 민족주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민족주의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강진웅은 민족주의 연구들이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비판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20). 그러나 

윤인진과 강진웅의 연구는 ‘한국 민족주의’ 또는 ‘민족주의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통일교육 내에서의 민족주의 담론을 분석하는 본 

연구와 차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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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관련하여 통일교육 내에서 민족주의 담론을 연구한 

정순미(2009)와 차승주(2013)그리고 박형빈(2013)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먼저, 다문화시대의 통일교육과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 

박형빈(2013)은 일정 부분 본 연구와 유사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가령, 

박형빈의 연구는 다문화시대의 통일교육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이념이 서로 대립’되며, ‘민족주의를 배제한 채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만 통일의 당위성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박형빈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상호모순 없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존재함을 가정한 뒤, 교육 대상에 따라 차별적인 정체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박형빈, 2013, p. 213).  

한편, 정순미(2009)는 다문화시대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한국의 고유한 민족정체성을 폐기해야만 하는지를 

반문한다. 정순미는 통일교육 내에서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146-147). 즉, 균형주의에 입각할 경우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가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p. 146). 그러나 정순미의 주장 역시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차승주(2013)는 통일교육에 반영된 민족주의 담론을 

검토한 뒤,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차승주는 민족주의가 

통일담론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념일수밖에 없으며,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임을 밝힌다. 그러나 차승주는 

통일담론에서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린 민족주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대별된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민족주의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역사학계와 사회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민족주의에 대한 통일교육 

연구 역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민족주의 담론과 관련된 통일교육 연구의 한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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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연구에서는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균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교육 연구에서 민족주의는 비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온 

경향이 있다. 물론,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도 존재하지만(김영명, 2002a; 민경우, 2007; 박호성, 1997), 

학계에서는 민족주의의 위험성과 폐해를 지적하며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지배적이다(박명규, 2009; 박찬석 

& 최현호, 2007; 이수정, 2011; 정영훈 외, 2014; 탁석산, 2004). 그러나 

민족주의 일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민족주의를 검토했을 때, 

한국의 민족주의는 부정적 측면만 갖고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민족주의의 논쟁적 

성격을 이해하는 한편, 이를 통일 담론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 연구는 통일과 민족주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민족주의 

이념은 지금껏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민족주의가 왜 통일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통일교육 연구가 통일과 민족주의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비교적 소홀했음을 지적한다.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과 민족주의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연구는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열린 민족주의는 현재의 통일교육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것은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박찬석 & 

최현호, 2007; 우평균, 2011; 정순미, 2009; 차승주, 2013). 그러나 정작 열린 

민족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열린 민족주의가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김영명, 2016, p. 218; 양영자, 2007, p. 

26). 



 

 6 

이에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열린 

민족주의 개념과 특징을 검토한 뒤 그것의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통일교육의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는 한국 민족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하나로서,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일 

담론에서 열린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민족주의를 

둘러싼 통일교육의 쟁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열린 민족주의가 지닌 한계를 

분석해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더욱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열린 

민족주의의 한계를 통해 열린 민족주의의 전제, 즉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아가 민족주의에 

대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의 원인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그 원인으로부터 출발해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교육과 민족주의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가 어떠한 논쟁들을 함축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 모든 논의들을 포함하여 통일교육에서 한국 민족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통일교육에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의 이념은 통일교육 전분야를 규율 짓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이념은 시시각각 바람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통일교육 이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교육은 넓은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배가 되고 만다. 통일교육 이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 민족주의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갈등들을 고찰하지 

않은 채 민족주의를 단순히 신화로 여겨 즉시 폐기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대로,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와 

이론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한국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master key)로 

취급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민족주의 이념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민족주의 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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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민족주의 이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나.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제２절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민족주의 담론을 도덕과 통일교육에 한정시켜 통일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교육연구에 해당한다. 

교육연구란 “인간을 교육하는 데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 분야”이자, “다양한 

교육문제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발견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를 의미한다(장택수, 2004, p. 16, 35). 교육연구는 

교육에 관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보다 바람직한 

교육 결과를 얻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연구법은 연구의 문제와 목적,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문헌분석의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문헌분석이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 참고서, 신문 등 문헌 자료에 나타난 연구 

관련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장택수, 2004, p. 193).  

본 연구는 통일교육 내에서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한 뒤, 

민족주의와 관련된 통일교육의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민족주의 일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계와 

사회학계에서 이루어져왔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둘러싼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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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의 형성 시기와 관련하여 ‘근대 기원설’의 관점을 취하는 

Anderson(1983/2018), Gellner(1983/2009), Hobsbawm(1990/1994)과, 

‘전근대 기원설’로 분류되는 Smith(1983), Connor(1994) 등의 저서와 

학술논문, 그리고 관련 국내외 2차 연구 문헌을 검토한다. 나아가 한국을 

배경으로 한 민족주의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 역사적∙사회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민족주의를 연구한 신기욱(2006/2009)과 박찬승(2010)의 

연구를 주요 자료로 참고한다.  

통일교육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 자료로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지침서』와 『통일문제이해』 그리고 

교육부의 『도덕과 교육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덕과 『중학교 

도덕2』,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서를 활용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하는 『통일교육지침서』와 『통일문제이해』는 “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으로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체계, 

지도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과정 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모두 “통일교육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계획된” 교육 

자료로, 통일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김병연, 2018, p. 8, 23).  

본 논문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힌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과 민족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뒤,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나아가 연구에서 활용될 분석 자료와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제 2장은 본 연구의 질문을 탐구하기에 앞서, 통일교육과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론적 내용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개념과 그 

특징을 밝힐 필요가 있다. 2장 1절에서 민족주의의 기원과 유형 그리고 

특징을 살펴본 뒤, 2절에서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민족주의의 형성과 특징을 

다룬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논하기에 앞서, 예비적 고찰로서 민족주의 일반 

담론을 소개하는 까닭은, 민족주의 담론과 그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서구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서구 민족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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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반 이론’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민족주의의 사례는 일반 이론의 틀을 통해 설명된다. 

따라서 민족주의 일반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 2절에서는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특징을 

논한다. 3절에서는 통일교육의 세 가지 이념, 즉 ‘민주주의’, ‘민족주의’,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민족주의 이념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과 그것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다룬다. 3장 1절에서는 

통일교육의 이념 설정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의 논쟁이 

발생한 배경을 설명한다. 2절에서는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 두 

가지 입장과 그 논거들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 열린 민족주의를 

다룬다. 여기서 열린 민족주의의 개념과 특징 나아가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을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열린 민족주의를 포함한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앞서 제 3장의 작업이 민족주의 이념을 둘러싼 

논쟁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열린 민족주의를 논하는 

것이었다면, 제 4장의 목적은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4장 1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개념을 사전 검토한다. 분석을 위해 통일과 통합의 개념,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이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나아가 통일의 본질적 

속성이 민족주의에 있음을 밝힌다. 2절에서는 현재의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의 실천적∙이론적 문제점들을 고찰한다. 과연 

대안으로서 제시된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이념과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고 있는가? 열린 민족주의가 통일교육의 이념 설정과 관련된 

딜레마를 실제로 해소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3절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통일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힌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연구를 통해 고찰한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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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３절 개념의 번역 
 

본 논문에서는 ‘nation’과 ‘nationalism’을 우리말 ‘민족’과 ‘민족주의’로 

각각 번역해 사용할 것이다. 영어 개념인 ‘nation’은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에 따라 주로 ‘국민’, ‘민족’, ‘종족’으로 번역되어 왔으나, 이 중 

‘민족’이라는 뜻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신기욱, 2006/2009, p. 20). 

nation 개념은 종종 ethnie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nation과 nationalism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nation 개념을 ‘종족적·문화적 요소’와 ‘시민적·정치적 요소’로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학자들은 nation과 ethnie를 구분할 때, 

ethnie가 nation보다 종족적·문화적 성격을 더 많이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민족과 민족주의에 관한 국내의 연구 역시 ‘종족적·문화적 요소’와 

‘시민적·정치적 요소’를 서로 구별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이 

정치적 공동체인지, 아니면 문화적 공동체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둘 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nation을 다르게 번역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nation을 

‘민족’으로 번역하는 학자들은 ethnie를 ‘종족’으로 옮겨 사용하고, nation을 

‘국민’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ethnie를 ‘민족’으로 번역한다. 이처럼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에 따라 nation이 “국민이 되기도 하고, 민족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자체가 nation개념에 우리말의 민족과 국민의 의미가 공히 포함되어 

있음을 방증”(장문석, 2012, p. 198)하기도 한다. 국내의 많은 학자들은 

nation 번역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펼쳐왔으나 1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세밀하게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태훈(2012)과 

장문석(2007; 2012)의 입장을 받아들여 nation을 ‘민족’으로, nationalism을 

‘민족주의’로 번역해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 그 이유는 첫째, nation은 

‘종족적·문화적 요소’와 ‘시민적·정치적 요소’를 모두 가지는 개념이며(장문석, 

                                            
1 Nation의 번역 문제와 관련해 진태원(2011), 이태훈(2012), 장문석(2007, 2012)을 참고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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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p. 199), 둘째,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우리말 ‘민족’ 역시 

종족적·문화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이태훈, 2012, p. 251-256). 

셋째, ‘국민’의 경우, 정치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측면이 강한 반면, ‘민족’ 

보다 종족적·문화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nation 개념이 지닌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박민철, 2015, p. 74; 장문석, 2007, p. 10). 

  



 

 12 

제２장 통일교육과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 
 

제１절 민족주의의 기원과 특징 
 

제 2장에서는 통일교육과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론적 

내용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개념과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절에서는 

민족주의의 기원과 유형 그리고 특징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민족주의의 형성과 특징을 다룬다. 마지막 3절에서는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논한다.  

 

１. 민족주의의 기원 

 

사전적으로 ‘민족(nation)’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으로 정의되며, ‘민족주의(nationalism)’는 ‘민족을 위주로 하는 

사상이나 감정’(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비해 두 개념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단순하지 않다. 오늘날 

‘민족’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고유한 개성을 지닌 민족들을 두루 포괄하는 공통된 ‘민족’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엇이 민족을 

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마다 다른 요소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민족 

형성의 요소에 따라 민족과 민족주의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구성 요소에 따라, 민족의 정의는 크게 ‘객관적 정의’와 

‘주관적 정의’로 분류된다. ‘객관적 정의’는 

“혈연∙지연∙언어∙종교∙정치∙경제∙역사적 운명과 같은 객관적∙사실적 요소”를 

통해 민족을 정의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주관적 정의’는 “민족정신, 

민족의식 또는 민족감정과 같은 주관적∙심리적 요소”를 통해 민족을 

정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차기벽, 1990, p. 13). Stalin은 민족을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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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언어, 영토 및 문화 공동체의 요소들이 구현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Stalin의 민족 개념은 객관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Hutchinson & Smith, 1994, p. 15에서 재인용). 

또한 민족을 ‘혈연 공동체, 특히 구획되고 영토적으로 확장되며 시간적으로 

깊이 있는 원주민 공동체’라고 정의한 Grosby(2005) 역시 민족의 객관적 

정의를 따른다. 한편, 주관적 요소로 민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Kohn과 Renan, 그리고 Smith가 있다. 먼저 Kohn은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 적극적인 소속 의사와 민족적 감정”이라고 

밝혔다(Kohn, 1955/1974, p. 10-11). 이와 비슷하게 Renan(1882/2004)은 

민족을 “매일매일의 인민 투표(an everyday plebiscite)”라고 정의하였는데, 

즉 민족이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구성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p. 81).2  

Smith(2001/2012)는 민족을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고토(故土)와 문화를 

공유하는, 느끼며 살아 있는 공동체”로 규정했다(p. 29). 그는 민족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민족은 국가가 아니며 또 종족 

공동체도 아니다. (…) (민족은) 그 고토의 물리적 점유와 함께 어느 정도 

자율성의 열망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 (…) 나는 민족 개념을 ‘고토를 

점유하고, 공통의 신화와 역사가 있으며, 공통의 공공 문화와 하나의 단일한 

경제, 그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통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고유한 이름의 

인간 공동체’로 규정하자고 제안한다”(Smith, 2001/2012, p. 29-30). 

Smith에게 있어 민족이란 제도적 구성물이나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운명체라는 감각과 함께 공동체의 각종 신화와 상징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느낌의 공동체(felt community)’를 의미한다(Smith, 2008).  

그러나 ‘객관적 정의’와 ‘주관적 정의’ 모두 민족을 정의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 객관적 요인을 강조하다 보면 곧 

                                            
2  Renan(1882/2004)은 민족 개념을 “한 민족의 존재는 개인의 존재가 삶에 대한 영원한 

확인인 것처럼, 매일매일의 국민투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p. 81). 그는 민족을 정의하는 

데 있어 인종∙언어∙종교∙지리 등의 요소가 아니라, 공유된 경험과 공통의 기억이라는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았다(김인중, 2014,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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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인으로 빠지게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주관적 요인을 

부각시키다 보면 어김없이 객관적 요인으로 회귀하게” 되기 

때문이다(장문석, 2007, p. 42-43; 2011, p. 28). 예컨대, 민족 형성에 있어 

주관적 요소, 즉 ‘민족 구성원의 적극적인 소속감’이나 ‘운명∙느낌의 

공동체’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면, 먼저 스스로 특정 공동체에 속한다고 

느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강한 동질감이 필요하다. 이 때, ‘공통적인 요소’는 주로 생물학적∙문화적 

동일성에 기초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시적인 요소들은 자신의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일상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Hobsbawm, 1990/1994, p. 94).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게 되면, 민족의 객관적 요소는 주관적 요소에 

선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민족을 객관적 요소로 정의하려는 시도 

또한 민족 형성의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객관적 

지표의 경계선’과 ‘민족의 경계선’은 주로 불일치 하기 때문이다. 민족의 

주관적 요소 중 하나인 ‘언어’로 예를 들어보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는 약 8,000개가 넘지만, 언어 정체성이 민족의 형태로 진화한 것은 약 

200여 개뿐이다(장문석, 2011a, p. 28). 만약 민족의 객관적 요소가 민족 

형성을 보증하는 것이라면, 8,000개의 언어들은 각각 8,000개의 민족으로 

형성되었거나, 하다못해 동일한 언어를 중심으로 민족을 구성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Hobsbawm(1990/1994) 역시 민족 형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객관적 요소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언어, 종교, 인종, 성상 3 

등이 민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으로 민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Hobsbawm, 1990/1994, pp. 75-103). 이를 고려해 보면, 다시금 

                                            
3  성상(Holy icons)은 국기를 포함해 근대 민족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예식 또는 예배행위” 

등 민족에 “실체를 부여하는, 상징과 의식 또는 공동의 집단적 관습”을 의미한다(Hobsbawm, 

1990/1994, p. 101-102). 특히 국기와 같은 가시적인 상징은 민족을 상상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써, 지금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Hobsbawm, 1990/1994,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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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주관적 정의가 요청된다. 비록 주관적 정의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객관적 정의를 보완해주는 만큼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장문석, 2011, p. 28). Smith(2001/2012)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의 

객관적인 범주들은 항상 어떤 민족들을 빠뜨리게 되며, 반대로 민족의 

주관적 정의는 너무 많은 경우를 포함시킨다(p. 28). 따라서 민족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중 하나로 민족의 형성과 민족들 간의 경계, 그리고 

그것의 정의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문화적 

양식이 근대로 이어지게 된 것인지에 따라 민족주의의 기원을 다르게 

설명한다. 민족주의의 기원과 관련하여 전자의 입장을 ‘근대 기원설’, 후자의 

입장을 ‘전근대 기원설’이라 부른다. 4  이러한 논쟁은 민족이 “유례가 없는 

근대적인 차원의 민족주의적인 정치적 동원의 산물인지 혹은 반대로 

이전부터 존재했던 종족이 사실상 근대 민족성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신기욱, 2006/2009, p. 19-20).  

근대 기원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Gellner, Anderson, Hobsbawm 등이 

있다. 먼저, Gellner(1983/2009)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동일한 문화와 언어, 

                                            
4  학자들에 따라 민족주의의 기원을 ‘Mordernism(근대론, 근대주의)’, ‘Primordialism(원초론, 

원초주의, 시원주의, 원생주의)’, ‘Perenialism(영속론, 영속주의)’으로 구분하기도 한다(Smith, 

2009/2016; 박찬승, 2010; 장문석, 2011a). Mordernism의 관점이 민족주의를 근대에 

만들어진 정치적 산물로 이해하는 입장이라면, Primordialism은 이를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생득적인 의식으로 파악한다. 한편, Perenialism는 근대 민족주의를 ‘예전부터 지속되어온 

유구한 현상의 최근 사례’로 간주한다. Primordialism이 민족주의의 역사적 영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Perenialism의 일종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나, Perenialism은 민족과 

민족주의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Primordialism과 구분된다는 입장들도 

존재한다(장문석, 2011, p. 56). 학자들마다 Primordialism과 Perenialism의 관계를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입장은 공통적으로 민족주의를 근대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Mordernism의 관점을 비판한다. 본 연구에서는 Primordialism과 Perenialism가 

강조하는 민족의 역사적 연속성에 주목하여, 이를 ‘전근대 기원설’로 통칭할 것이다. 전근대 

기원설은 근대 기원설의 주장과 달리 민족주의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 온 ‘민족’이 근대 민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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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국가와 영토’ 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갖는데, 이는 특히 근대 

산업화 및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와 결부되는 것이다. 그는 ‘전근대의 

농경사회’와 ‘근대의 산업사회’를 구분한 뒤, 근대의 사회∙문화적 변혁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개념을 이해했다. Gellner에 의하면, 근대 이전의 농업 

사회와 달리, 고도로 분업화 된 산업사회에서는 전문화된 노동을 필요로 

한다. 노동의 방식이 ‘직접적으로 사물을 다루는 것'에서 ‘버튼을 누르고 

레버를 당기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노동의 의미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 방식의 변화에 따라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은 공통의 

매뉴얼을 해득하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했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들은 국가 주도의 공공교육을 통해 

길러지게 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대중화된 공공교육과 이를 통한 

문화적 표준화가 산업 사회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Gellner는 ‘표준화된 민족 문화의 영역’이 곧 ‘민족의 

경계’가 되었으며, 나아가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구심점으로서 민족주의가 동원된 것이라 보았다. 요컨대, Gellner는 

“표준화된 성격과 대중적인 성격, 그리고 근대교육”이 민족과 민족주의를 

발생시켰다고 보았던 것이다(Gellner, 1983; Smith, 2009/2016, p. 190에서 

재인용).  

Anderson(1983/2018) 역시 ‘민족주의’와 ‘근대 사회’를 밀접하게 

관련짓는다. 그는 근대 민족주의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시계와 달력, 그리고 

인쇄자본주의를 꼽는다. 그에 따르면, 전근대 사회의 사람들은 ‘종교’와 

자신들이 속한 ‘왕국’의 질서를 통해 삶을 구현하고 시공간적 감각을 획득할 

수 있었다. 즉, 종교와 왕조 국가로 말미암아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세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근대의 사람들은 그 전과 달리, ‘시계’와 ‘달력’으로 시간을 파악하게 되었다. 

‘동질적’이고, ‘측정가능’하며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시계와 달력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간적∙공간적 감각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p. 51). 가령, 

결코 만나본 적 없으며, 이름조차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꾸준히, 

이름없이, (그러나)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는 완벽한 확신”은 근대의 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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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의 등장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p. 53). 나아가 Anderson은 

근대의 민족주의를 발생시킨 주요한 요인으로서 ‘언어’에 주목하였다. 특히 

그는 16세기 이후 발달된 ‘인쇄자본주의(print-capitalism)’를 민족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언급한다(p. 67-83). 그의 이론에 따르면, 근대의 사람들은 

소설이나 신문 같은 인쇄 매체들로 인해 익명의 타인들이 서로 같은 

시∙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민족에 대한 

사고가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과거의 종교와 왕조국가를 대신해, 근대의 

인쇄매체가 사람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Anderson은 민족을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한 뒤, 인쇄자본주의가 “상상된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창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p. 82).5  

Hobsbawm(1990/1994) 또한 민족을 “본래적, 정치적 운명으로 보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p. 26). 그는 근대 이전에도 사람들을 

한데 묶어주는 ‘집단적 소속감’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근대의 민족주의와 

다르다고 역설한다. Hobsbawm은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집단 감정을 

‘원형민족주의(proto-nationalism)’라고 명명한다. 그는 원형민족주의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민족’의 영토적∙정치적 단위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원형민족주의’와 ‘근대 민족주의’는 다르다고 주장한다(p. 

68-69). Hobsbawm은 민족주의의 확산과 관련하여, 대중매체와 스포츠의 

역할에 주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Hobsbawm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18년 이후의 민족주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단, 즉 대중매체와 

스포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먼저, 신문∙영화∙라디오를 

포함하는 대중매체는 ‘민족적 상징’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자연스럽게 

                                            
5  여기서 Anderson이 말한 ‘상상’은 ‘허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직∙간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같은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Anderson이 민족주의를 ‘허구’의 이데올로기라 주장했다는 오해를 받곤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Anderson은 오히려 민족주의의 실재성을 시인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민족주의가 

근대에 와서 발현된 것이며, 그것이 민족 구성원들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 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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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되도록 만들었다. 예를들어, 라디오를 통해 영국 왕실 행사의 

진행과정을 들은 대중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왕권과 왕실을 가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Hobsbawm은 올림픽 대회, 

국제 축구경기와 같은 스포츠 행사 역시 “민족감정을 고양하는 효과적인 

매개체”라고 말한다. 여기서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상상된 공동체의 

일차적 표현”으로 간주되며, 스포츠 경기는 “가장 정치적이지 않고 공적이지 

않은 개인들”마저도 민족의 일체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p. 185). 이와 같은 

논리를 견지하며, Hobsbawm은 대중매체와 스포츠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간극을 허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민족주의는 필히 근대에 

형성된 것임을 강조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민족주의가 

출현하게 된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민족주의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민족주의가 민족에 앞선다”고 생각한다(Hobsbawm, 1990/1994, 

p. 26).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민족주의 기원에 관한 근대주의적 입장은 

사실상 민족주의 연구에서 주류 담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만약 민족주의가 근대의 산물이라면, 민족은 

18세기 보다 앞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Gellner조차도 “민족주의들이 

이전부터 존재해온 문화적 재료들(cultural materials)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Smith, 2009/2016, p. 30). 다시 말해, 근대 기원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공동체가 지금의 ‘근대 민족’과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근대 민족을 이루는 ‘조상의 재료’들이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Smith, 2009/2016, p. 31).  

Smith(2009/2016)는 근대주의 관점의 ‘역사적 단절성’을 비판하고, 

민족의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족류-상징주의(ethno-

symbolism)’로 명명되는 그의 관점은 민족주의가 근대적인 현상임을 

인정하는 한편, 민족 형성의 원인이 근대적 조건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 그에게 있어 민족은 “결코 無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전-근대 

시기, 심지어 고대 시기로 까지 소급되는 역사적 연속성”을 갖는다(김지욱, 

2013, p. 360). Smith는 민족의 원형이 되는 ‘족류 상징주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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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는데, 이 개념은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민족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다 중시한다. 

Connor(1994) 또한 민족 원형의 존재를 믿었다. 그는 민족을 ‘자기 

의식적인 족류 집단’이자, 시대를 뛰어넘어 ‘동일한 혈연 또는 공동의 

조상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규정한다(Connor, 1994, p.xi, 202). 그에 따르면, 근대 민족은 전근대 시기의 

민족적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한 ‘민족’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특정 민족 집단에 속해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그 집단에 참여한다고 느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Connor, 1994; p. 196-202).  

이와 같이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민족과 민족주의가 

언제 생겨났는지’, 또는 ‘민족이 민족주의를 만들어 낸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6  그리고 민족주의의 출현과 확산을 

둘러싼 ‘근대 기원론’과 ‘전근대 기원론’의 입장은 서로 팽팽하게 대립된다. 

즉, 근대 기원론이 민족주의의 출현과 국가의 탄생을 ‘18세기’, ‘서구 

유럽’이라는 시∙공간을 중심으로 이해했다면, 전근대 기원론은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민족 또는 족류(ethnie)가 ‘근대 민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자의 입장에서는 민족 형성의 

정치적∙경제적 요소들에 주목하는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민족을 

“어느정도 선재(先在)하는 지리적이거나 문화적인 토대 위에 형성된, 종족이 

오랫동안 유지한 양식들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한다(신기욱, 2006/2009, p. 

19-20).  

 

 

 

                                            
6  ‘민족주의의 형성 시기’에 관한 두 가지의 입장, 즉 ‘근대 기원론’과 ‘전근대 기원론’은 

민족주의의 힘과 지속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한다. 두 입장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민족주의가 결국 소멸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이 내용은 이후의 장인 3장 2절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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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민족주의의 유형과 특징 

 

민족과 민족주의가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이를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Renan과 Meinecke가 

제시한 개념을 토대로 자신의 연구를 구축한 Kohn(1955/1974)의 구분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Gat & Yakobson, 2013, p. 366). Kohn은 라인 강을 

기준으로 동유럽과 서유럽의 민족주의를 이분한 뒤, 양자의 민족주의가 

확연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부르주아 계급이 

발전한 ‘서유럽’은 민족을 ‘합리적인 개인들의 연합체’로 이해하는 반면, 

‘동유럽’의 경우 민족을 ‘출생에 의해 결정지어진 운명적 유기체’로 

간주한다(Smith, 1999; 장문석, 2011, p. 71에서 재인용). 이러한 동유럽과 

서유럽의 극명한 차이를 바탕으로, Kohn은 서유럽의 민족주의를 

합리적·시민적·건설적인 것으로, 동유럽의 민족주의를 원초적∙종족적∙ 

억압적·파괴적인 것으로 파악했다(박민철, 2015, p. 75-76).  

이와 같은 Kohn의 견해는 오랫동안 민족주의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가령 Hobsbawm은 민족주의의 유형을 프랑스로 대표되는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와 독일로 대표되는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러고 나서, 전자를 혁명적∙민주적인 것으로, 후자를 근대성을 

거부하는 보수 반동 세력으로 규정하였다(Hobsbawm, 1990/1994, p. 217-

218). 

한편 민족주의를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한 입장들도 존재한다(민경우, 

2007, p. 57-58; 전미영, 2003, p. 188-189). 이들은 시민혁명을 통해 

민족국가를 수립한 국가들, 즉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를 1유형으로, 혈연과 문화, 언어 등 민족의 원초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들을 중시하는 독일의 민족주의를 2유형으로, 그리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한 제3세계의 민족주의를 3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의 구분 역시 기본적으로 Kohn의 민족주의 유형 구분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 유형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는 흔히 민족주의를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로 이분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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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전자를 ‘좋은’ 민족주의로, 후자를 

‘나쁜’ 민족주의로 바라본다(Gat & Yakobson, 2013/2020, p. 458-459). 

그러나 이 흔한 이분법에 대한 학술적 비판 역시 존재한다. 예컨대, 

Kymlicka(2001, p. 243-244), Calhoun(2007, ch.6) 등 다수의 학자들은 

정치적∙시민적 민족 개념에도 종족적∙문화적 민족의 특성이 공히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정치적∙시민적 민족 개념이 종족적∙문화적 차이를 

부정하거나 심지어 억압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 나아가 이들은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의 구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더 나은 민족주의라는 전제에 이의를 

제기한다(Gat & Yakobson, 2013/2020, p. 459에서 재인용).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 구별을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선과 악으로 가르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장문석, 2011, p. 73),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간과한 채 그것의 특징을 일반화 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신기욱, 2006/2009, p. 34-35).  

이상의 논의들과 함께 민족주의 일반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족주의의 특징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주의는 

이념적 가변성을 지닌 ‘2차적 이데올로기’이다(박민철, 2015, p. 76-77; 

안승대, 2019, p. 301; 이범웅, 2012, p. 315; 이선민, 2008, p. 59). Smith가 

주장하듯, 민족주의는 ‘카멜레온과 같은 변환’이 가능하며, 또한 그것은 

민족국가의 수 만큼이나 다양한 모습과 특징을 지닌다(Smith, 1991; 신기욱, 

2006/2009, p. 36에서 재인용). 역사적으로 민족주의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환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것의 ‘2차적 이데올로기’ 특성에서 기인한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인종주의, 낭만주의 등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이데올로기들과 쉽게 결합될 수 있는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서 

자기완결적인 논리 구조를 갖지 못한다(신기욱, 2006/2009, p. 36; 차기벽, 

1990, p. 92). 민족주의의 어떠한 측면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민족주의가 발현될 수 있으며, 예컨대 보수주의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보수주의에서도 민족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단순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 즉 이데올로기의 

모체나 배경”에 해당된다(장문석, 2011,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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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족주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지니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민족주의가 

다른 민족에게는 불관용한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의 민족에게는 

무비판적이고 ‘지나친 긍지’를 나타내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이념이라고 

비판한다(Hayes, 1954, p. 260; 차기벽, 1990, p. 91에서 재인용). 그러나 소위 

제3세계 국가에서는 민족주의를 독립과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간주한다.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국가의 경계’와 ‘민족의 

경계’가 일치되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위해 

민족주의를 적극 활용해왔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에서 민족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연대시키는 동시에 변혁을 꾀하는 힘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학자들은 민족주의를 해방과 억압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자기 모순적인 이데올로기”(Nairn, 1981, p. 243-244; 박민철, 2015, p. 

76-77에서 재인용), 또는 “도덕적인 동시에 비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동시에 

비인간적이며, 고상한 동시에 야만적인”(Snyder, 1968, p. 171-172; 차기벽, 

1990, p. 90에서 재인용)것으로 설명했다. 신기욱(2006/2009)은 민족주의가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결합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민족주의 그 자체는 명백히 무해하다”고 주장했다(p. 36). 이처럼 

민족주의는 “대중을 결속시키고 단결시키는 기능도 가지는 한편 민중을 

억압하고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며 독재 체제를 굳히는데도 이용되는 

‘합리화와 명분’으로서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 민족주의는 민주적일 

수도 권위적일 수도 있으며, 미래지향적일 수도 과거지향적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적일 수도 반동적일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 왔다”(최문성, 

1997, p. 252-253). 이처럼 민족주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 양면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차기벽, 1990, p. 92). 

 

 

제２절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한국에서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두 개념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본 절에서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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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가 발전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소개한 뒤,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１.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 

 

한국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사를 연구한 박찬승(2010)에 따르면, 

‘민족’ 개념이 한국에서 사용된 것은 겨우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20세기 초, 서양의 ‘nation’과 ‘nationalism’ 

용어가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 수입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민족’이란 단어는 1906년을 전후하여 처음 등장하게 되었으며, 

1910년 대에는 지식인들, 그리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민족’ 개념이 

대중에게까지 확산되었다(p. 19-22).  

1906년,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한 기고문에서는 “우리 한국의 

관리도 역시 대한 민족(民族)이라 대한 민족의 멸망의 날에 어찌 그 명을 

혼자서 보존할 수 있으리오”라고 말하며, 한반도 주민 집단을 의미하는 

말로서 ‘민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15일자; 

박찬승, 2010, p. 69-70에서 재인용). 또한 1907-1908년 『황성신문』에 

기고된 논설에서는 ‘아민족(我民族)’과 ‘이천만 민족’이라는 용어를 통해 

한국 민족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아민족’은 단군과 기자(箕子) 7 의 

후예”라고 밝히고 있다(p. 71-73). 즉, 한국 ‘민족’을 역사와 혈통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기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점차 

사라지고, ‘단군의 자손’이라는 표현만이 남게 되었다.  

박찬승(2010)은 이러한 ‘민족’ 개념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된 

것은 1907년 무렵이라고 밝힌다(p. 78). 구한말의 일본 유학생들은 당시 

친목회를 결성하여 『대조선유학생친목회회보』(1895-1897), 

『태극학보』(1906-1908) 등 여러 학보들을 발간하였는데, 그 중에는 

‘민족’을 언급한 논설들이 상당수 실려 있었다. 논설에서 유학생들은 

“부지불식 간에 조선 민족 및 국가의 관념이 절멸함에 이르렀으니, 오호라 

                                            
7  기자(箕子)는 중국 상(商)의 군주인 문정(文丁, 太丁이라고도 함)의 아들로 주왕(紂王)의 

숙부(叔父)이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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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컨대 망국의 원인이 오로지 이에 말미암았다고 말하리로다”라고 

말하며, 망국의 원인이 민족 관념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p. 79-80). 1910년대 까지 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민족’ 개념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대중에게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남선이 작성한 기미독립선언문뿐만 아니라, 당시 뿌려진 각종 지하신문과 

전단에서 ‘민족’, ‘민족자결’, ‘민족적 독립’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하였다. 

여기서 박찬승은 민족 개념이 대중에게까지 확산된 주요한 요인으로서, 

신문과 잡지의 창간을 꼽는다. 그 중, 1920년에 창간된 『동아일보』는 

“민족주의∙민주주의∙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신문”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동아일보사, 1975, P. 89-92; 박찬승, 2010, p. 94에서 재인용). 대중의 

일상적 용어로 정착된 민족 개념은, 당시 “자결의 주체, 독립 의지의 주체, 

독립 운동의 주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p. 91-93). 

‘민족’이란 용어는 구한말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혈통에 대한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단일 민족론이 ‘일반화된 상식’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일이다. 안재홍, 신익희, 김구 등은 공통적으로 

‘단일 민족론’을 언급하며 “한국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국가를 

스스로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당면한 민족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단일 민족은 결코 분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외친 

그들의 목소리는, 해방 이후 “단일 민족이므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박찬승, 2010, p. 105-112). 

한편, ‘민족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 역시 1906년경의 일이다. 

구한말에 신채호는 당대를 ‘제국주의의 시대’ 그리고 ‘민족주의의 시대’로 

이해하였는데,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분휘(奮揮)’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77, p. 212-221; 박찬승, 

2010, p. 135에서 재인용). 신채호를 포함해 당대 지식인들은 ‘사회적 

다윈주의’ 8 와 관련지어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19세기 말, 

                                            
8  ‘우성열패’, ‘생존경쟁’과 같은 용어로도 표현되는 이것을 박찬승(2010)은 ‘사회진화론’으로, 

신기욱(2006/2009)은 ‘사회적 다윈주의’로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신기욱의 표현에 따라 

‘사회적 다윈주의’로 통일하였다. 사회적 다윈주의는 “한국에 소개된 최초의 ‘주의(ism)’로서 

근대성을 향한 한국의 노정을 인도하는 분석의 틀을 제공했다”(신기욱, 2006/2009,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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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에 한국이 편입되기 시작하자, 당시의 지식인들은 세계의 경쟁 

사회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민족주의는 국제 사회의 질서 속에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이른바 자강운동론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다”(p. 139). 

대한제국 시기의 민족 개념이 ‘동일한 언어, 문자, 습속을 가진 사람들’로 

이해되었던 바와 같이, ‘민족주의’ 역시 문화적 성격이 강했다(p. 151). 민족 

의식은 국망의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고취되었는데, 예컨대 당대의 

지식인들은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의 국조(國租), 역사, 언어, 종교를 

통해 민족 의식을 강조했다(p. 248). 

한편, 한국 민족주의가 발전하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을 연구한 

신기욱(2006/2009) 또한 민족주의를 한국이 직면한 위기상황 속에서 발현된 

하나의 이념으로 간주한다(p. 47). 그러나 그가 한국 민족주의 연구에서 

보다 주목하는 것은, 민족주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쟁적인 

정치’이다(p. 29). 즉, 신기욱이 보기에 한국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의 

출현은 불가피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정체성들과의 끊임없는 경쟁과 

역사적 논쟁을 통해 정착된 것이었다. 가령, 다수의 민족주의 연구자들은 

비서구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출현하게 된 주요인으로 ‘식민주의’ 경험을 

지목하고, 국내의 민족주의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전제를 고수한다(신기욱, 

2006/2009, p. 77). 물론, ‘일본의 식민주의 경험’과 ‘한국 민족주의 출현’은 

서로 깊이 결부되어 있긴 하지만, “식민주의가 한국 민족주의를 형성한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으며, 게다가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실제로) 훨씬 더 다양했다”는 것이다(신기욱, 2006/2009, p.77, 100).  

예컨대, 당시 한국의 근대적 개혁과 변화를 이끌기 위한 원리로서 

‘민족주의’와 ‘범아시아주의’가 서로 경쟁했다. 19세기 후반, 한국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다윈주의’ 세계관에 동의했으나, 민족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는 의견이 서로 달랐다. 보다 구체적으로, 

‘범아시아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당대의 상황을 황인종과 백인종 사이의 

경쟁으로 이해 했다. 범아시아주의자들은 서양의 제국주의에 맞서 

동아시아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지역 연대가 필요함을 역설했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순치지국(脣齒之國)’의 관계로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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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대론’, ‘동양주의’, ‘아시아주의’, ‘동양평화론’, ‘삼국동맹설’로 

발현되었던 범아시아주의는 “세 나라가 협력할 때만이 동아시아 민족들은 

백인의 강습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p. 61).  

반면 민족주의자들은 당대를 제국주의 시대로 보고,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범아시아주의자들과 달리, ‘지역’이 아니라 ‘민족’이 새로운 근대 한국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 ‘타자’는 

백인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이들은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강한 민족정체성을 

요구했으며, 또한 그것은 ‘동아시아의 공동 유산’이 아니라 한국의 민족과 

역사 그리고 언어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했다(p. 68-69). 그 결과,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한국의 정체성을 중국 또는 일본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재정의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역사관은 단군에서 출현한 한민족의 

종족적∙문화적 계보를 확립했다(p. 69-73).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과정을 

바탕으로, 신기욱은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연한 상황들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한다(p. 28).  

이처럼 19세기 말, 한국인들은 나라를 근대화하고, 그 정체성을 

재창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이러한 도전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중국의 쇠퇴와 일본의 발흥, 그리고 동아시아로 세력을 

넓혀가는 서양의 제국주의에 맞서 ‘나라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도 얽혀 있었다. 그러나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은 일본이 

1910년에 한국을 합병함으로써 실패했다. 식민지 시기(1910-1945년) 

한국은 국가를 근대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에서 해방되고 

정치적 주권을 되찾을 방법 또한 모색해야 했다. 이에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일본 식민주의에 대항해 한국 민족의 순수성과 독특성을 주창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 유산을 연구하고 

재평가함으로써 한민족의 독자적인 기원을 입증할 과학적 토대를 제공하려 

했다(신기욱, 2006/2009, p. 337).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된 데에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민족주의의 형태와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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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경험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식민주의가 한국의 

정체성에 가한 위협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을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 기치 아래 뭉치도록 만들었는데 즉, 일본의 식민지 인종주의와 

동화정책은 오히려 한국인의 “같은 피와 선조의 관념을 강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신기욱, 2006/2009, p. 94-95). 예컨대, 3∙1운동의 경험을 

통해, 일본은 잔혹한 군사통치 대신 문화통치를 통해 한국을 예속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세월 독특하고 통일된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한국을 쇠주먹으로 지배할 수 없으며, 한국사회의 토착적인 요소들을 

식민정책에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신기욱, 2006/2009, p. 80).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통해 ‘일본인과 한국인은 같은 선조를 지녔다’거나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인종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한국인을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바꾸는 동화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했다(p. 81). 하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제국에 동화시키려는 일본의 노력에 대항해, 독자적인 혈통과 선조를 

강조하고, 나아가 한국인을 일본인과 더욱 구분하고자 했다.  

해방 이후 민족주의는 분단된 남북한 각각에서 집단정체성의 주된 

원천이 되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민족주의를 이용했다. 

민족주의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선전에서 각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예컨대, ‘일민주의(一民主義)’로 표현되는 

이승만의 민족주의적 수사는 한국인을 통합시키는 한편, 그의 지위와 

지도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능했다. 마찬가지로 1960-

1970년대에 박정희가 주도한 ‘조국근대화’ 계획 역시 민족주의 수사를 

이용했다(신기욱, 2006/2009, p. 169). 이처럼 한국 민족주의는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서 여러 면에서 

동원되었다”(신기욱, 2006/2009, p. 174). 

또한 분단 이후 남북한 지도자들은 단일 민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족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일의 방법과 전략에 있어 

남북한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지도자들은 모두 ‘한국인들은 같은 종족적∙문화적 민족이기 때문에 재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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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대왔다(신기욱, 2006/2009, p. 28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말부터 당대의 지식인들은 급속히 

변하는 지역적∙세계적 지형에 맞서, 한국의 위상과 정체성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19세기 말에는 ‘문명화’, 20세기 

초에는 ‘조국근대화’,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시대적 

과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민족주의를 시대적 이념으로 호출해왔다. 비록, 

‘문명화’, ‘근대화’, ‘세계화’ 각각은 민족주의와의 상이한 관계를 취하고 

있지만, 세 가지의 시대적 패러다임은 모두 민족주의의 팽창과 민족 

영향력의 확장을 시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는다(신기욱, 

2006/2009, p. 332-333). 역사적 상황에 따라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족주의는 계속해서 그 형태와 본질을 형성하고, 나아가 

민족정체성과 민족의식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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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와 특징 

 

국내의 민족주의 연구자들은 한국의 역사적 시기에 따라 민족주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분류한다.  

 [표 ２-1] 한국 민족주의의 유형 

연구자 한국 민족주의의 유형 분류 

조민

(1994) 

원초적 민족주의 위정척사운동 

저항적 민족주의 동학농민혁명, 의병운동 

민중적 민족주의 
신채호의 사상과 실천 속에서 구현된 

민족주의 

민족국가 건설론 좌/우익의 민족주의 

신민족주의 계급에 앞서는 민족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분단국가주의 

민중민족주의 민족해방론 

윤인진

(2007) 

저항적 민족주의 식민주의 시기의 민족주의 

발전론적 민족주의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추구한 

남북한 민족주의 

보편적 세계주의 세계화 흐름에 따른 탈민족주의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

(2010) 

국가 민족주의 
해방 후 남북한이 각각 주도한  

민족주의 

시민 민족주의 
국가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

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 민족주의 

민중 민족주의 민중이 주체가 된 민족주의 

통일 민족주의 통일을 목표로 한 민족주의 

 

먼저, 조민(1994)은 해방을 전후하여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을 크게 

‘분단시대 이전의 민족주의’와 ‘분단시대의 민족주의’로 구분한 뒤, 

민족주의를 일곱 개의 유형으로 구체화 하였다. 그가 제시한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후반 외세의 위협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원초적 민족주의’이다. 1860년대에 이항로의 사상과 

실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위정척사운동은 원초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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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해당한다(p. 61). 원초적 민족주의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민족의 문화적, 사상적 결집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 민족주의의 

맹아”로 간주된다(조민, 1994, p. 67).  

둘째, 일본 식민주의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나타난 ‘저항적 

민족주의’이다. 이 시기는 조선의 중세적 세계관이 붕괴됨과 동시에 근대적 

민족 정체성이 발현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비로소 ‘민족’”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교육, 언론, 출판 활동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애국계몽운동(1905-1910)은 저항적 민족주의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조민, 1994, p. 67-74).  

셋째, ‘민중’이 민족운동의 주체가 된 ‘민중 민족주의’이다. 대중의 

시각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족 관념’의 토대를 마련한 신채호의 사상은 

이러한 민중 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표가 된다. 신채호는 독립운동의 실천적 

주체로서 ‘민중’을 세우고, 나아가 “고유적 조선의, 자유적 조선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족통치의, 박탈제도의, 사회적 불평등의, 노예적 문화사상의 현상을 타파” 

해야 함을 역설했다(신채호, 1923, p. 35-50; 조민, 1994, p. 78에서 재인용). 

조민은 이러한 신채호의 사상이 “저항적 민족주의에 대한 발전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조민, 1994, p. 77).  

넷째, 식민지 해방과 주권회복을 위해 민족국가의 건설 방향을 모색한 

‘민족국가 건설론’이다.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민족운동의 이념과 

방법, 주도세력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파가 형성되었으나, 점차 

민족해방과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점차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족주의의 이념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분열된 두 국가가 수립되었다(조민, 1994, p. 82-85) 

다섯째, 안재홍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신민족주의’이다. 민세(民世) 

안재홍은 한국이 당면한 내부적 과제를 ‘(사회주의적)계급투쟁과 정권투쟁이 

일소된 통일 국가 건설’로, 외부적으로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국제친선’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다. 안재홍은 한국의 민족이 “굴욕과 피착취 

대상이었다가 (…) 해방되었으니 이제 ‘초계급적인 통합민족국가’의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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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재홍, 1945; 조민, 1994, p. 86에서 재인용). 

나아가 그는 “우리 자신의 문화 및 그 사상에서 조선인적이면서 세계적이요 

세계적이면서 조선 및 조선인적인” 민족을 강조했다(안재홍, 1934, p. 3; 

조민, 1994, p. 87에서 재인용). 

여섯째,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족 위상과 과제를 강조하고, 남북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국가’와 ‘민족’에 일치시키고자 했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이다.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국가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논리를 

중시하면서 국가목표를 합리화 하려고 노력”했다(조민, 1994, p.100).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그것이 민족통합과 동원의 

논리로 기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화와 근대화론에 접맥된 민족주의”라는 

것이다(p. 101). 조민은 이 시기의 민족주의가 “‘국가’ 속에 ‘민족’을 

매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산업화의 성공의 배면에 권력집중에 의한 

권위주의적 질서의 공고화를 동반”했으며, 나아가 국가 “발전의 외세의존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분단시대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를 새롭게 부각”시켰음을 

지적한다(조민, 1994, p. 107-108). 

마지막으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대표되는 ‘민중민족주의’이다. 

“민중민족주의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내재적 모순과 분단 모순을 

통일적으로 파악한 민족해방론의 이론적 배경 위에서 등장했다”(조민, 1994, 

p. 113). 이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주도적 개발전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노력들이 등장했다. 조민은 

이러한 민중민족주의가 “민주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시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조민, 1994, p. 113-114). 

조민은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일곱 유형 중 네 가지 유형, 즉 ‘원초적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민중적 민족주의’, ‘민족국가 건설론’을 

‘분단시대 전 단계의 민족주의’로 분류한다. 그는 남북 분단 이전 시기에 

나타난 민족주의는 공통적으로 “민족형성 및 민족보존과 민족해방”을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한다(조민, 1994, p. 60). 한편, ‘분단시대의 민족주의’로 

분류되는 ‘신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민중민족주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상태인 통합민족구가 건설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힌다(조민, 1994,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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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인진(2007)은 해방 이후, 한국이 민주화, 개방화, 세계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민족주의 담론이 다양하게 분화되었다고 주장한다(p. 9). 

그녀는 한국 민족주의를 역사적 시기에 따라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저항적 민족주의’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민족주의 담론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서, 동학운동부터 해방 전까지의 민족주의를 대표한다. 

윤인진은 저항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신채호와 박은식을 들고 있다. 

신채호와 박은식은 당시에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종족적∙문화적 

요소에 기반한 민족주의 담론을 생산하고, 나아가 후세의 민족주의 담론에 

중요한 미쳤다고 설명한다(p. 16-17). 두 번째는, 해방 이후 국가의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권위주의 정권에서 추구되었던 

‘발전론적 민족주의’이다. 윤인진은 1960년대 남북한 지도자들이 민족 

중흥(中興)과 국가 발전을 지상의 과제로 삼아, 민족 의식을 국가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했음을 강조한다(p. 18). 또한 발전론적 민족주의는 “시민적 

요소, 영토, 근대화, 민주화를 주요한 가치”로 내세워 민족주의를 

재정립하고자 했다(p. 20). 마지막으로, 발전론적 민족주의를 초월해 

탈(脫)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성찰한 ‘보편적 세계주의’이다. 이는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세계화 흐름에 발맞춰, 한국의 민족주의가 

‘종족적∙문화적인 것’에서 ‘정치적∙시민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학자들의 비판적인 주장(김영명, 2002b; 복거일, 2003; 임지현, 1999; 탁석산, 

2004)을 반영한다(윤인진, 2007, p. 22-23).  

이 밖에도 한국철학사상연구회(2013) 또한 한국의 역사적 과정에 따라 

민족주의의 담론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해방 이후 남북한 각각이 

주도한 ‘국가 민족주의’, 둘째, 국가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시민 민족주의’, 셋째, 민중이 주체가 된 ‘민중 민족주의’, 

넷째, 통일을 위한 ‘통일 민족주의’이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p. 90).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더불어 민족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민족주의는 ‘전근대 기원설’에 기초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의 민족사학은 전근대 기원설에 입각해 ‘근대 이전의 민족’ 

혹은 ‘근대 민족과 전근대 민족의 연계성’을 주장하며 민족의 연속성을 



 

 33 

정당화한다(강진웅, 2019, p. 7; 전재호, 2018). 정영훈 외(2014)는 “한민족은 

일찍부터 민족적 원형이 정립“되었으며,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의식이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p. 71). 비록,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 자체는 구한말에 이르러서야 한국인들에게 확산 및 

정착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한반도의 주민들을 단일한 이름으로 

지칭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개념은 19세기 말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존재했던 역사적 집단, 즉 동국, 삼한, 고려, 조선 

등 집단의 명칭을 대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정영훈 외, 2014, p. 71). 

또한, 국내의 민족주의 연구자들은 한국사 속에서 전개된 민족주의는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집단의 민족주의였음을 

역설한다(정영훈 외, 2014, p. 56). 한국의 역사적 과정을 고려했을 때, 

‘민족’과 ‘민족주의’가 형성된 19세기 말의 한국은 ‘정치적 통합’이나 ‘지리적 

경계 설정의 문제’보다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였다(신기욱, 2006/2009, p. 343). 외부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종족적∙문화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집단의식과 내부의 연대를 

고취시키고자 했으며, 이 때 한국의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는 ‘투쟁의 

무기’로서 기능했다(강진웅, 2019, p. 13). 일제 강점기에 구체화된 

민족주의의 형태와 성격은 식민주의 시기에 그치지 않고, 해방 이후에도 

‘근대화’, ‘민주화’, ‘통일’ 등을 목표로 한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한국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19세기 말, 

세계질서에 편입하기 시작한 한국은 새로운 지역적∙세계적 지형에 맞서 

고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했다. 외세와의 투쟁 속에서 

구체화된 민족주의 운동은, 특히 일본의 식민주의 시기에 가장 극렬하게 

표출되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강화된 민족의식은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김영명, 2002b, p. 375; 정순미, 2009, p. 135; 

정영훈 외, 2014, p. 271). 한국 민족주의의 종족적∙문화적 요소는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항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인 동시에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까닭에, 연구자들은 한국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서구의 사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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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제국주의적 팽창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제국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이념임을 강조한다(신기욱, 2006/2009, p. 343).  

셋째, 한국 민족주의는 분단 이후 남북한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한국 민족주의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분단체제와 탈냉전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정치권력의 중요한 이념적 수단으로 

동원되었다(강진웅, 2019, p. 8; 차승주, 2013, p. 478). 일제강점기에는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국의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민족주의가 

전개되었으나, 분단 이후 민족의 가치는 상당부분 남북 갈등과 분단 정치의 

기제로 계승되었다(강진웅, 2019, p. 13-14).  

1960-1970년대에 박정희가 내세운 ‘조국근대화’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조국을 근대화하고, 자립, 독립, 번영의 토대 위에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임을 표명했다(박정희, 1976, p. 31; 

신기욱, 2006/2009, p. 169에서 재인용). 박정희 정권은 과거의 식민지 경험 

또는 공산주의의 지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근대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을 민족의 생존 문제와 관련 지었다. 즉,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반공’, 

‘개발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의 정당화를 노련하게 혼합한 

것이다(신기욱, 2006/2009, p. 167).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민족주의는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그리고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이르기까지 민족 

발전을 위한 인식론적 토대로서 활용되었다(신기욱, 2006/2009, p. 344). 

이처럼 한국 민족주의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빈번하게 이용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민족의 연대감을 효과적으로 형성해 

왔다(전재호, 2002, p. 139; 차승주, 2013, p. 478). 

넷째, 한국 민족주의는 통일의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해왔다. 민족주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족의 독립과 발전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와 운동으로도 전개되어왔다. 박영호와 박종철(1993)은 

민족주의가 민족의 통일과 영광을 위한 계획에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한국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6). 또한 

백낙청(1996)은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상상 속의 통일한국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백낙청, 1996, p. 19-20; 신기욱, 

2006/2009, p. 282-283에서 재인용). 이처럼 남북한 공통의 종족적∙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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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통일의 “존재 조건일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 필요한 결정적인 

자원”(신기욱, 2006/2009, p. 281)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그것은 통일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일반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필요에 의해 민족주의를 동원할 수 있었듯, 한국 

민족주의는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 가능한 ‘2차적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한국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３절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 
 

１. 통일교육의 이념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도덕과는 

제3차 교육과정 이래로 통일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이전의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반공과 안보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뤄졌으나, 남북한 통일을 중점으로 한 통일교육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제3차 교육과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박찬석, 2011, p. 220).  

통일교육에서 이념은 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규정하고, 나아가 통일교육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통일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일교육은 이념적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황인표, 2014, p. 

246). 그렇다면 통일교육의 이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일교육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반공통일교육’, ‘안보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박성춘&이슬기, 2016), ‘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평화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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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고 밝힌다(박찬석, 1998, 2011; 황인표, 

2014). 이들은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 그리고 ‘교육지원법’ 등에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이념을 도출하였는데, 각각의 이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이념 

 

먼저, 통일교육은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은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선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우리가 건설

할 통일국가는 근본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기본 가

치들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인류가 근대국가의 발전과 함께 

추구해 온 ‘자유’, ‘평등’, ‘복지’라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들을 구현

해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체제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통일교육원, 

2016b, p. 19) 

『2017 통일문제이해』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기본 조건이다. 만약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는 통일국가는 민주국가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민주주의 이념이 통일국가의 

미래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일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6, p. 

17). 

앞서 제시한 통일교육지원법 이외에도, 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민주주의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통일교육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통일교육이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는 비단 통일교육의 이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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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남한 체제의 기본 원리로도 작용되고 있는데 가령,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여, 

공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2) 민족주의 이념 

 

다음으로, 통일교육은 민족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017 통일문제이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통일한국이 

지향해 나갈 또 다른 기본 이념은 민족주의”임을 밝히고 있다. “남북통일의 

정당성은 무엇보다 분단돼 있는 한민족의 정치적, 문화적 공간을 

통합시키는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때 민족주의는 

한국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당위이자, 통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라고 설명한다(통일교육원, 2016, p. 18-19).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일교육의 근거가 되고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2조 1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민족주의 

이념에 근거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황인표, 2014, p. 259). 통일이 

지향하는 민족공동체의 건설은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치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통일교육원, 2016, p. 18).  

이처럼 민족주의 이념은 통일과 통일교육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이념으로 간주된다. 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민족주의는 하나의 독자적인 구성체가 되고자 하는 통일의 열망을 

내포한다(황인표, 2014, p. 254).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입증해왔다(조정아, 2007, p. 300-301).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통일정책을 포함한 통일 담론이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에서도 쉽게 



 

 38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남북간의 중요한 합의로 인정되고 있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에는 

모두 ‘민족’이라는 개념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차승주, 2013, p. 

481). 또한 1989년에 노태우 정권이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0년 

넘게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민족 

1국가”, “민족통일을 통하여 국가통일”을 이루자는 목표를 나타낸다(통일부).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 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상당 부분 

민족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역시 민족주의를 중요한 이념적 

기초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이념은 통일에 대한 노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남북한을 연결하는 공통분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차승주, 2013, p. 483).  

 

3) 평화주의 이념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은 평화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평화주의 

이념은 “통일이 오직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통일교육원, 2019, p. 176).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평화주의 이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로, 이는 전쟁의 비극이 다시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일치된 자각과 동의에 근

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 실천의지와 역량을 신

장시켜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통일교육원, 2018, 

p. 7).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이 보

장되는 미래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모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점에서, 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가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의 전 과정 역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

하는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시아의 공동번영이 보장되는 미래를 지향한다”(통일교육원, 2019, p.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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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무리 통일이 우리의 역사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무력이나 폭력을 

통해 그것을 달성해서는 안 되며, 통일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국가의 모습은 평화가 보장된 사회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평화주의의 이념은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헌법 제69조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통일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평화주의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3조 1항)고 

명시하고있는데, 이는 통일교육의 기본 이념으로서 평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평화주의 이념은 남북대화와 

남북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박찬석, 1998, p. 13-14). 

 

２.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의 역할 

 

통일교육은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평화주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박찬석, 1998, p. 190). 이러한 

통일교육의 이념들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규정하고, 나아가 통일교육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정경환, 2013, p. 169-170; 황인표, 2014, p. 300). 세 이념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구성원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대어 왔다(신기욱, 2006/2009, p. 280). 여기서 특히 

민족주의 이념은 통일의 핵심적인 근거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정영훈 외, 

2014, p. 288). 그것은 남북한의 동일한 혈통과 언어 그리고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통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응집력과 통합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독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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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경제 성장과 근대화, 그리고 통일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며 변모해 왔다. 그래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민족주의를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온 실천적 동력으로 평가한다(박찬승, 2010, 

p. 254; 신기욱, 2006/2009, p. 306; 이선민, 2008, p. 48). 이들은 민족주의가 

통일이라는 과제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분단 

상황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적지 않은 수의 연구자들은 민족주의가 통일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민경우, 2007, p. 140). 대표적으로, 

박영호와 박종철(1993)은 민족주의가 구성원들의 삶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민족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6).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김학준(1994)은 민족주의를 통일의 주요 이념으로 

규정하고, “오직 민족주의의 횃불이 살아있을 때만이 한국인들은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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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통일교육 이념의 딜레마와 열린 민족주의   
 

본 연구의 3장에서는, 민족주의와 관련된 통일교육의 이념 설정 

딜레마 9 와 그것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다룬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맞이한 세계화와 다문화의 조류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그간의 통일교육이 

무엇을 목표로 해왔으며, 또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 왔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했다. 특히, 이러한 성찰은 오랫동안 통일교육의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민족주의 담론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방성과 다양성으로 일컬어지는 다문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한편, 민족주의가 통일 문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했다. 요컨대, 사회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이념을 모색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민족주의 이념과 관련된 논쟁은 이러한 한국 

민족주의의 현실과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는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둘러싼 

중층적인 문제를 나타낸다.  

본 장의 1절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필요성’과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대두’로 인해 민족주의 이념과 관련된 

논쟁이 촉발되었음을 설명한다. 2절에서는 민족주의 논쟁과 이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다루며, 마지막 3절에서는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논쟁의 해결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살펴본다.  

                                            
9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민족주의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위험성’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통일교육의 이념을 설정하는 문제를 ‘딜레마’라는 용어를 

사용해 다루고자 한다. 딜레마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대안 또는 가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두 

대안 또는 가치가 서로 상충되어 선택 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이종범 

외, 1994). 통일교육 이념 설정과 관련된 문제가 ‘딜레마’인 까닭은, 첫째,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서로 절충이 불가능하고(단절성), 둘째, 두 가치가 상충되기 때문에 둘 다 

선택할 수 없으며(상충성), 셋째, 두 대안이 가져올 결과의 가치가 비슷하거나 또는 

비교하기가 모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균등성), 넷째, 통일교육의 이념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불가피성)(소영진, 1999).  



 

 42 

제１절 다문화주의의 등장과 민족주의에 대한 도전 
 

１. 다문화 사회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필요성 

 

통일교육의 이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을 발생시킨 

첫번째 배경은 남한의 다문화 현상과 관련된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같은 종족적∙문화적 민족이기 때문에 재통일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대어 왔다(신기욱, 2006/2009, p. 280). 한민족은 

“적어도 10세기에 걸쳐 정치적 통일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남북한의 

종족적∙문화적 동질성과 역사적 경험은 통일의 주춧돌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백낙청, 1996, p. 20). 그러나 남한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다문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9년 약 

117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4년 약 180만명, 2019년에는 약 

245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국제결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수 또한 점차 증가하였는데, 

교육부(2020)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31,788명이었던 다문화학생의 수는 

2019년 기준 137,225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했다(p. 27). 

이러한 현상은 남한 사회가 단일 민족의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으로부터 

점차 다문화화(multiculturalization)의 과정으로 접어들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다문화∙외국인가정 및 다문화학생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게 되었다. 2006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남한의 사회적 변화는 한민족에 근거한 

기존의 통일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만들었다. 다시 말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대적 

흐름에 따른 통일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은 

기존의 통일 담론이 강조해왔던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른바 ‘통일교육의 다문화주의적 접근’은 왜, 그리고 언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것일까? 다문화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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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국내의 다문화 담론에 주로 원용되는 미국 다문화주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담론의 근본 이념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뿌리는 

1960년대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다문화주의는 당시 미국의 

국가통합 정책이었던 동화주의를 비판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권재일 외, 

2008, p. 129). 미국은 다양한 이주민들의 유입을 통해 형성된 국가로, 건국 

초기부터 소수 이민족을 다수 백인의 주류 문화에 흡수 통합하려는 

동화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동화주의는 소수 집단이 지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회적∙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Banks, 2008, p. 36). 또한 동화주의 정책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들, 즉 평등, 정의, 다양성의 인정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소수 집단 뿐만 아니라 주류 집단 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되었다. 

1954년 공립학교를 인종에 따라 분리하는 조치, 즉 분리 교육이 위헌이라는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과 1957년 공민권 제정, 

그리고 시민권운동에 의한 흑인차별대우 폐지(desegregation) 운동을 

거치면서 1960년대부터 미국은 점차 다문화주의적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요컨대, 미국의 인구학적 특성과 갈등,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철학 등의 

중층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아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10 

다문화주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는데, 예컨대 

                                            
10  양영자(2008)는 미국 다문화주의의 등장을 다음과 같은 배경에 비추어 설명한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이주사회화에 따른 미국 내 인종갈등의 심화와,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의 

승리로 인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는 전형적인 ‘정상적 시민(normalcitizen)’모델의 개념에 의해 소외되어 온 인종, 

민족, 성, 성적 지향, 장애 등의 다양성을 자각하면서 등장했다. 기존의 정상적 모델에서 

소수 집단은 이탈되는 집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주변화되거나 배제 혹은 동화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할 것을 강조한다. 셋째, 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는 획일적 단일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표출에서 시작되었다. 

넷째, 철학적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는 탈근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지식과 

학문에서 강조하는 백인중심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변혁적 시도이다(양영자, 2008, p.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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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mlicka는 다인종 국가의 ‘국민 만들기’ 과정 속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자들, 

즉 문화적∙종교적∙인종적∙언어적∙민족적 소수 집단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다문화주의를 주창하였다. 한편, Taylor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인정하는 

‘승인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로 정의하였다. 비록 다문화주의 개념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11 ,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상이한 문화 

집단들이 문화적∙정치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권재일 외, 2008, p. 89).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결해 보려는 교육적 시도가 바로 다문화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언어,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업 

성취의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 운동이자 이념”으로 

정의된다(정창우, 2013, p. 534). 

남한 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 국내에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즈음이다.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남한 사회의 기본 성격은 다문화 사회로 

규정되었으며, 학계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앞장 서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2006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 있다. 

여기서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민족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한 국가(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입장(multi-culturalism)”으로 정의하며, 문화 간 이해의 증진을 통해 다문화 

상생의 사회를 추구할 것을 밝히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p. 1). 즉,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남한 

                                            
11 나라들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용어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는 편견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이민자들이 자신의 인종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그것은 종종 민족적 공동체들간에 권력을 

공유하는 것을 지칭하며; 미국에서 그것은 종종 소외된 사회집단들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Kymlicka, 2010/2010,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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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더욱 성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양영자, 

2008, p. 49).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의 권고, 즉 남한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 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은 교육적 변화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다문화 사회에 따른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강조는 국가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사회과 등 관련 교과에서 ‘단일 민족’, ‘한 핏줄’, 

‘한민족’, ‘순혈주의’, ‘단일 민족’과 같은 개념들을 삭제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한편, 다문화교육적 요소를 중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박진환 외, 2006; 

양영자, 2008). 또한 다문화교육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35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b). 이처럼 다문화교육은 2006년부터 국가 

교육과정상에 도입되어 남한 교육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다.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예외 없이 통일교육에도 적용되었는데, 

그 요지는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구성원들, 즉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배제하지 않고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종족과 문화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와 다문화교육이 추구하는 ‘다문화주의’의 

가치가 서로 충돌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다문화주의와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황인표, 2014, p. 254). 이러한 전제 하에서,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와 이에 근거한 기존의 

통일교육이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강진웅, 2015, p. 266).  

통일교육에서 다문화주의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오기성(2008)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삶의 방식인 문화 통합”을 

지향하는 다문화교육은 제도적 통일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둘째,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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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은 제도적 통일의 선결과제로서 필수적이다. 셋째, 통일교육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이질성의 극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동화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통해 동화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문화 통합을 대비해야 한다(오기성, 2008, p. 136-137). 나아가 그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에 기초한 통일교육은 “북한 문화를 보는 관점의 변화,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에 대한 시각 교정, 문화의 긍정적 다름에 대한 인식, 

방법적 측면의 긍정적 변화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오기성, 

2008, p. 152)12.  

박찬석과 최현호(2007)는 남한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한민족은 물론 

다양한 나라의 이주노동자와 새터민 등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만을 상정하는 

민족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 258).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박명규(2009) 역시, 남한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개방화, 다원화의 흐름은 종족적∙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기존의 통일 논의와 일치되기 어려우며, “혈통과 문화를 달리하는 

사회구성원들까지도 포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논리를 한반도 통일에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p. 5-6).  

이처럼, 남한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이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요구는 

통일교육의 이념 설정과 관련한 딜레마 상황을 초래하게 된 주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２.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대두 

 

통일교육의 이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 딜레마 상황을 초래한 또 다른 

                                            
12  오기성(2008)은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상대방 문화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인정, 그리고 공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설명하고있다(p.138). 그러나 그의 전반적인 

서술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의 통일교육을 ‘제도적 측면에 주안점을 둔 정치적 통일'로,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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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관련된다. 이는 ‘국외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전자의 논의가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 담론이 파시즘과 나치즘 같은 부정적 침략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비판이라면, 후자의 논의는 남한의 다문화 현상으로 인해 

불거진 한국 민족주의의 한계 그리고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 

담론의 호소력 상실과 관련된다.  

먼저,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형성된 국외적 요인과 

관련하여, 민족주의 담론에서의 두 가지 유형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담론에서는 민족주의를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로 나누는 이분법이 통용되어왔다. 전자가 온건한 

서유럽 자유주의 모델과 동일시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민족의 원초적이고 

객관적인 요소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를 의미한다(Gat & Yakobson, 

2013/2020, p. 366).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를 민주적∙자유주의적∙포용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에 그 반대의 자질을 부여하는 것은 

민족주의 담론 내에서 오래된 전통으로 여겨져 왔다(Gat & Yakobson, 

2013/2020, p. 458). 다시 말해, ‘정치적∙시민적’과 ‘종족적∙문화적’은 모두 

민족주의를 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는 소위 

‘나쁜 민족주의’로 평가받아 왔는데, 그 이유는 유럽의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다.  

‘민족주의의 극성기’라 불리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동유럽에서는 1민족 

1국가라는 민족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심지어는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터키의 종족 

학살이 자행되었다. 동유럽에서 민족주의 원칙은 점점 정당성을 획득했으나, 

동시에 민족적 분규가 극에 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유럽은 동유럽의 민족주의를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후진적이고 

반동적인 경향”으로 간주한 뒤, 동유럽의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와 구별되는 

냉철한 시민적 민족주의, 또는 건전한 애국주의를 지향하고자 했다(장문석, 

2011, p. 100).  

한편, 민족주의 자체를 금기시하게 된 서구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파시즘과 나치즘이다. 파시즘과 나치즘이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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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민족주의적 운동이라는 정의에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최근의 연구 

들은 파시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장문석, 2011, p. 112).13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파시즘과 

나치즘의 탈을 쓴 극단적 민족주의는 그것이 자행한 소수 민족에 대한 학살과 

전쟁 도발로 인해, 전쟁 후 철저히 “악마화”되었으며, ‘민족주의’ 자체를 

기피해야 할 용어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장문석, 2011, p. 110).  

국내의 민족주의 담론에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이 강하게 녹아 있다. 

대체로 근대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치적∙시민적’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종족적∙문화적’이라고 불리는 민족주의 보다 더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든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든 그것은 “침략적 제국주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최근에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민경우, 2007, p. 58). 일부 학자들은 ‘한국 민족주의’가 

‘서구 민족주의’와 달리, ‘침략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으로 ‘침략에 

저항해왔던 것’임을 강조한다(김진향, 2000, p. 117; 정영훈 외, 2014, p. 271).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 또한 근대 서구에서 발전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받아들여,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팽배해졌다. 

대표적으로, 임지현(1999)은 원초적, 종족적, 객관적 요소를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설사 그것이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민족주의는 반역”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국내에서 부각된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은 

남한의 다문화 현상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의 인구학적 변화에 

                                            
13  1930년대 당시, 서유럽은 자본주의에 대한 실망감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강했다. 파시즘과 나치즘의 민족주의적 평등주의는 대중의 반부르주아적 정서를 

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상당한 호소력과 설득력을 발휘했다. 

장문석(2010)은 파시즘이 “각종 근대적 이기를 활용하면서 대중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동원”할 뿐만 아니라, “계급 분열의 현실을 유기적인 민족적 이해관계를 통해 초월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 종종 과거로 역진해 각종 신화와 상징과 전통을 들추어내고 심지어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점에 있어서, 파시즘은 민족주의와 관련된 개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장문석, 2010,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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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990년대 말부터 남한 사회 내에서 다문화 담론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남한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그들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문화 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국 민족주의는 혈통과 언어 그리고 문화를 달리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별과 편견, 

경계와 구분을 강조하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수정, 

2011, p. 66). 또한 한국 민족주의는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누리게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단지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었다(박의경, 

2015, p. 208-209). 이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가 대내적 억압의 기제로 이용될 

경우, 이는 잠재적으로 국가 파시즘적 위험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 

내지는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되었다(안승대, 2019, p. 295; 

정영훈 외, 2014, p. 284). 

게다가 수천년 동안 이어진 ‘단일 민족’에 대한 믿음이 실제 ‘신화’나 

‘착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남한 사회에서 번지기 시작했다(Grinker, 1998; 

신기욱, 2006/2009, p. 20-23에서 재인용). 김영명(2013)은 만약 한국에서 

강조하는 ‘단일 민족’이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온 순수 혈통의 

민족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틀렸다”고 주장한다(p. 149). 

일찍이 단재 신채호는 『독사신론』(1908)에서 “동국 민족은 6종족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만 부여족은 그 주 종족”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찬승, 2010, p. 

105). 비록 국내 학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박찬승, 2010, p. 114), 신채호와 박은식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일찍이 한국 민족이 동일한 혈통에 기초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단일 민족에 

대한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현대의 연구 결과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외(2020)의 유전체 분석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 박종화 외(2020)는 88명의 한국인과 158명의 현대인, 

그리고 115개의 고대인의 게놈(genome, 유전체)을 분석해, “한국인은 

생물학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수만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확장, 이동, 

혼혈을 거쳐 진화한 혼합 민족”임을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민족은 석기시대의 선남방계(북아시아 지역) 민족과 4천년 전 청동기, 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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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팽창한 후남방계(남중국 지역) 민족이 3대 7 비율로 혼합되어 

지리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통념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의 많은 민족과 밀접하게 엉켜있는 

친족체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밝힌다(고광본, 2020; 김정은 외,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은 한국인들이 실제로 같은 혈통과 선조를 지니고 

있다는 명제의 정당성을 부정한다(신기욱, 2006/2009, p. 286).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형성된 국내적 요인으로서, 

통일 담론 내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설득력과 호소력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다문화 시대에 동일한 종족과 문화에 기대어 통일을 논하는 것은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국민들뿐만 아니라,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민족의식이 약해진 

젊은 세대들을 설득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박성춘 & 

이슬기, 2016, p. 69). 지금까지 민족주의 이념은 남북한 민족공동체의 통합, 

나아가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김동성, 1995; 박찬석, 2003; 이범웅, 2012; 추병완, 

1992). 그러나 70년 이상 남북 분단이 지속되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공감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분단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한의 동일한 혈통과 문화’, ‘분단’, ‘한국전쟁’, ‘이산가족’ 등은 “자신과 

관련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의 젊은 세대에게 

북한은 ‘너무 먼 곳’,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성춘 & 

이슬기, 2016, p. 71-72).  

‘통일’과 ‘민족’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는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4 에서 실시한 『2007 

통일의식조사』부터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9 통일의식조사』까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세대별 응답은 다음과 

같다.  

                                            
1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약 1,200여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일, 

북한, 대북정책 등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 하고 있다(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통일평화연구소, 2008, 2009, 2010; 통일평화연구원,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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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 통일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세대간 통일의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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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20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우세했으나, 2011년 이후로 ‘반반/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20대의 인식은 

50대의 응답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욱 차이를 보인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50대가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높은 데 반해, 20대의 경우 ‘남북 간 정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20대의 경우 50대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않으며,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의 종족적∙문화적 동질성과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는 한국 민족주의는 오랫동안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해주는 통일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논의되기 시작한 다문화 담론은 통일교육이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통일교육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 상황을 “분단과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합하면서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중층적인 문제”(양영자, 2007, p. 25) 

또는 “민족주의의 현실과 세계화∙다문화의 이상 간의 딜레마”(김형렬 외, 

2020, p. 248)로 설명하였다.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두 가지 

배경은 첫째, 남한의 다문화 현상과 이로 인한 다문주의의 필요성 제기, 

둘째, 국내외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대두이다. 남한의 다문화 

현상은 한국 민족주의에 기초한 기존의 통일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었으며, 민족주의에 대한 국내외 비판적 담론은 통일교육의 이념이 

민족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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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다문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특히 탈(脫)민족주의 이론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한국 

민족의 고유한 사상체계가 유지 및 계승되어 왔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민족주의가 통일 담론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지지한다.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 즉, 각각의 입장은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평가를 

넘어 민족주의 담론 자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평가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딜레마 논쟁과 관련된 각각의 입장과 그 주요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민족주의 이념을 둘러싼 쟁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민족주의와 통일교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１.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 반대  

 

먼저,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반대하고,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다문화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통일교육 이념 

설정과 관련된 논쟁에서 제시한 내용들에 기초해 있는데,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혈통과 문화를 달리하는 새로운 구성원들까지도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만을 상정하는 민족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이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국 민족주의는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와 비교했을 때 소위 ‘나쁜 민족주의’로 평가되며, 파시즘과 나치즘 

같은 ‘극단적 민족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민족주의는 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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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 민족주의가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넷째, 한국 민족은 실제 같은 혈통과 선조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단일 

민족’의 믿음은 ‘착각’에 불과하다. 다섯째, 한국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 

담론은 남한의 새로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설득력과 

호소력이 낮다.  

민족주의를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나아가 남한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입장은 탈(脫)민족주의 및 탈민족주의에 

기초한 평화주의 이론과도 상통한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한국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많은 부분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 기대어 있으며, 민족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탈민족주의와 관련된다. 탈민족주의 이론은 특히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서 근대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근대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탈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의 지속성과 실재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한국의 민족주의와 남한의 사회 및 교육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기능한다.  

민족주의를 ‘근대’라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는 

학자들은 민족주의를 한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탈-근대(post-modern) 

시기의 도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 민족은, 마치 유산으로 물려받은 “고가구”처럼, “실제 사용되지는 

않지만 소중히 간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Haupt, Lö wy & Weill, 1974; 

Hobsbawm, 1990/1994, p. 56에서 재인용). 이러한 근대주의적 관점은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초(超)민족 주창자들에 의해 더욱 공고화 된다. 

세계주의(globalism)가 현실이 된 지금의 사회에서, 하나의 영토나 언어 

또는 인종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Koizumi, 1993; 신기욱, 2006/2009, p. 

316에서 재인용), 오히려 그것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정영훈 외, 2014, p. 278). 민족 국가 

체제는 궁극적으로 상호연계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나아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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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탈민족주의 이론은 민족주의의 근대주의적 관점에 근거해 민족과 

민족주의의 실재성 또한 부정한다. 즉,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전통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은 국민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가 “‘민족’의 이미지와 유산을 전파하고 민족 소속감을 

주입하며 국민 모두를 나라와 국기에 옭아매는 등, 종종 ‘전통을 발명’하고 

이를 위해 심지어 민족까지 발명했다”고 주장한다(Hobsbawm, 1990/1994, 

p. 124). 이처럼 민족주의의 근대주의적 관점에 선 학자들은 세계화 흐름에 

따라 ‘민족주의’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며, ‘민족’ 또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민족주의가 

해체되거나 또는 대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탈민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나아가 남한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국내의 

학자들은 “진정한 다문화 공존은 근대에 ‘만들어진’ 민족의 신화와 상상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며, 따라서 “민족주의 인식의 틀을 뛰어 넘어 

진정으로 다문화 시대를 고민”해야 함을 촉구한다(김창근, 2010, p. 139). 

대표적으로 민족주의를 ‘사다리’에 비유한 탁석산(2004)은 “사다리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실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민족주의라는 

사다리를 차버리고 더 넓은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p. 6, 196).  

이러한 탈민족주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를 배제한 통일 담론을 

연구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 중 평화 담론과 이에 기반한 

평화교육은 세계화의 현실 속에서 민족주의를 넘어 어떻게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정현백 외, 2002, p. 89). 

평화교육 15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연구한 박보영(2004)은 평화교육을 “현재 

                                            
15  평화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UNESCO)의 ‘국제이해교육’에서 출발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존을 위한 ‘공존교육’ 

또는 북아일랜드에서의 ‘문화유산교육’이 평화교육의 종교적 접근이라면, ‘갈등해결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등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된 평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UN 논의에 기반한 접근, 그리고 한국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통일교육적 접근 등이 

있다(문아영 & 이대훈, 2019, p. 40; 박보영, 2004, p. 57). 이처럼 평화교육은 시대적∙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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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둘러싼 총체적 비평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평화적 상황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평화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교육적 시도로 

정의한다(p. 56).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박보영은 평화교육이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평화문제에 근거하여 실천되는 것이라면, 한반도에서의 

평화교육은 분단체제라는 비평화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곧,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남북의 ‘분단’은 

물리적∙구조적 폭력을 야기하는 ‘비평화적 현상’인 것이다. 예컨대 “남한과 

북한의 대치로 인한 전쟁이나 테러 등의 물리적 폭력이 항상 잠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인도적 차원의 문제,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 체제 유지와 안보를 위한 사상과 활동의 자유 억압, 

비민주적 사회 분위기, 전체적인 긴장과 불신의 분위기, 군비 확장과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한 자원의 낭비 등의 헤아릴 수 없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박보영, 2004, p. 58). 따라서 

통일은 기본적으로 평화의 문제이며, 한반도가 겪고 있는 비평화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그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16  이처럼 평화교육은 ‘통일’ 자체 보다는 비평화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분단’ 문제에 초점을 두고, 통일을 “역사적으로 주어진 당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된 정치적 지향으로 판단”(조대엽, 2010, p. 161)하며, 

나아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박보영, 2004, p. 62). 이처럼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반대하는 이들은 주로 ‘민족주의 담론 

자체에 대한 비판’과 ‘한국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를 

논거로 삼는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은 다문화 담론에서뿐만 아니라, 

탈민족주의, 세계주의 관점에서도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이 이론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점을 두는 문제에 따라 다양한 맥락과 

성격을 지닌다.  

16  통일 문제의 평화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이들은 Galtung(1996/2000)의 이론에 따라, 

평화를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로 구분한 뒤, 사회구조적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평화적 분단 유지가 아닌 민족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altung, 1996/2000, p. 20; 조대엽, 2010,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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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근대주의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한편, 

교육적 차원에서는 탈민족주의와 평화교육적 접근을 통해 한국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민족주의를 배제한 

통일교육을 주장하는 입장은 탈민족주의와 세계주의, 다문화주의, 

평화주의로 인해 그 원심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배제와 억압의 도구로 작용하는 민족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２.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 지지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입장은, 통일 문제에 있어 민족주의의 의의와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이다(김영명, 2002b; 민경우, 2007; 박호성, 1997). 이들은 오랜 세월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남북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민족과 영토를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가 세계체제 안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 선 학자들은, 주로 한국 

민족주의가 통일 담론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 논거들을 재반박하며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한국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 담론을 옹호하기 위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선 학자들은 서구의 

민족주의와 구별되는 한국 민족주의의 저항적 성격을 강조하고, 서구 

민족주의에 기초한 탈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칫 민족주의가 지니고 있는 숭고한 가치와 그 

유용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정영훈 외, 2014, p. 265). 대표적으로 

김진향(2000)은 민족주의를 통한 통일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족주의는 분리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해 왔으며, 

갈등이 아니라 화해를 추구하고, 적개심이 아니라 형제애를 촉구하며, 공

격과 팽창이 아니라 방어와 역사복원을 희구해 왔다(…). 우리의 민족주

의는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한 빼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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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가 아니라 빼앗김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존재했다. 우리에게 있어 민족주

의는 창이요, 혹시 생겨날지도 모르는 민족주의의 폐해는 그 창에 낀 성

애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김진향, 2000, p. 117).  

탈민족주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서 폭력과 배제의 논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일 보다는 평화 구축에 집중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지지하는 이들은 탈민족주의의 주장이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탈민족주의를 비판한 안승대(2019)는 탈민족론자들이 “민족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한국 민족주의를 원초적 민족주의로 단순화”하고 있으며, 서양 

민족주의의 경험을 한국 민족주의에 “맥락 없이 무매개적으로” 적용시켜 

탈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p. 301). 또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서구의 침략적 민족주의와 달리, 한국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제3세계의 저항적 민족주의임을 강조한다. 즉, 

탈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논리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경우(2007)는 

탈민족주의 관점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를 위해 분투했던 선열들의 업적”과 

“현재의 통일운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킨다며 탈민족주의 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p. 152).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역사적 실체로서 

민족주의는 “일정한 역사 발전 단계에서 만들어졌으며 역사 발전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공과가 함께 있기 마련”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과를 따지지 않고 무작정 민족과 민족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발상은 

오히려 관념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견해라고 주장한다(민경우, 2007, p. 140). 

둘째,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의 역할을 옹호하는 이들은 통일 

문제에서 한국 민족주의가 실천적 동력으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지금까지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어왔던 

것은 남과 북이 혈연과 언어와 문화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었다. 

통일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조정아, 2007, p. 300). 

비록, 남북한은 통일의 방식과 전략에 있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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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통일은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대어 왔다(신기욱, 2006/2009, p. 280). 이들은 한국 민족주의가 숱한 

비난과 도전에 직면해왔으면서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민족통일이라는 전 민족적 과제의 유용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정영훈 외, 2014, p. 288). 따라서 민족주의 

이념은 남북한의 강한 통합력을 이끌며, 통일 문제에서 민족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민경우, 2007, p. 140). 비슷한 

맥락에서, 박영호와 박종철(1993)은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각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통일과 영광을 위한 계획에서 지침”이 

되기 때문에 남북통일은 반드시 한국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6). 김학준(1994) 역시 한국 민족주의를 통일을 열망하는 

한국인들의 주된 이데올로기로 규정하며, “오직 민족주의의 횃불이 살아있을 

때만이 한국인들은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김학준, 1994, p. 40).  

셋째,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선 학자들은 종족동질성에 

바탕을 둔 한국 민족주의가 실제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의 단일 민족에 대한 믿음이 사실상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족 동질성에 바탕을 둔 

한국의 민족주의는 실제 특정한 민족 감정을 만들어내며,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장문석, 2011, p. 35). 

신기욱(2006/2009)은 통일 설문조사를 통해 “종족동질성에 바탕을 둔 

민족통일 테제”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사람들은 “실제로 같은 피와 선조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한 ‘인종화된’ 

민족 이미지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299). 신기욱은 실제 

한국인들이 같은 혈통과 선조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에 대한 믿음은 “그 자체의 리얼리티를 낳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신기욱, 2006/2009, p. 286). 민족주의의 근대기원설을 지지하는 

장문석(2011) 또한 신기욱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의 

역사적 사실성(또는 허구성)을 밝히는 것 보다, 그것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밝힌다. ‘단일 민족’ 또는 ‘한국의 전통’과 같은 것은 비록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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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인위적으로 꾸며지거나 창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허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단일 민족 또한 그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특정한 역사적 기억(또는 망각)을 효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일종의 ‘체질(habitus)’로 주입되는 것이며, “그것은 의당 

실재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변수이자 세력으로 엄연히 작동한다”고 

밝힌다(장문석, 2011, p. 35). Connor(199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상(what is)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think is)”일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민족에 기초한 통일의 염원은 경험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Connor, 1994, p. 140; 신기욱, 2006/2009, p. 299).  

넷째, 이들은 민족주의의 근대주의적 관점과 달리, 세계화∙다문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가 지속될 것이라 주장한다. 탈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민족주의의 근대주의적 관점에 서 있다면,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전근대주의적 관점에 기초해 있다. 

민족주의를 ‘근대’라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민족주의가 한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탈근대 또는 세계화의 도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 예상한다. 즉, 세계화로 인해 민족 국가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며, 그 경계선 또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 전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세계화의 도래로 인해 오늘날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쇠퇴 

및 소멸하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근대기원론자들이 전망했던 것과 

달리, 소련의 몰락과 냉전의 종식 이후에도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증가되어 왔으며, 세계 곳곳에서 민족주의의 투쟁은 확산되어 

왔다. 지금도 여전히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포함해 인권 그리고 

국가안정성의 문제를 놓고 세계 곳곳에서 민족주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의 추세는 민족국가와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주의를 더욱 번성하도록 만들 것이라 말한다(Smith, 2009/2016, p. 

42). 왜냐하면 세계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동과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삶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장문석, 2011, 

p.121). 삶이 불안정할수록 사람들은 “친숙한 것들, 즉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이웃,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때때로 자신들의 ‘인종’ 

속으로 퇴각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Edward, Rob & Andri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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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석, 2011, p. 122에서 재인용) 세계화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민족주의가 계속 건재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tarrs는 

세계화로 인한 국경간 인구이동의 증가가 민족주의의 약화만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보화로 인해 국경을 넘어 개별 민족구성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켰다고 보았다(Starrs, 2001; 박용수, 2007, p. 5에서 재인용). 

Smith 또한 “사람들은 공유하는 문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주의는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것”이라 전망한다(Smith, 

1995; 양영자, 2007; p. 29에서 재인용).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로, ‘세계화의 수단화’를 제시하는 입장도 

존재한다(박호성, 1997; 신기욱, 2006/2009; 윤인진, 2007). 즉, 이는 

도구주의적인 접근법으로서 세계화를 민족 이익의 향상 수단으로 전유하는 

것이다(신기욱, 2006/2009, p. 318). “패권 국가와 약소국 모두가 국가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세계화를 추구”할 경우, 세계화는 “민족적 경쟁력 강화에 

토대를 둔 세계 제패 의지의 정치적 표현”에 다름아니며,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민족주의의 종언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가져오게 된다 (윤인진, 

2007, p. 7-8). 이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며, 정영훈 외(2014)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민족주의를 없애기 위한 시도는 많았지만 성공한 예는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위장된 형태의 민족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그 ‘위장’은 

점점 더 간교해졌다고 말한다(p. 294). 이러한 입장은 취하는 이들은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부되는 

것으로 여긴다.  

다섯째, 이들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민족 통일 담론의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한다.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 담론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통일 논의가 

민족주의적 당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반대하는 이들은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라고 응답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통일의식조사의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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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민족적 당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대신 전쟁위협 해소 또는 한국이 보다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통일교육도 민족적 

접근이 아니라 실용적 접근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통일평화연구원, 2020, p. 39-40).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즉 분단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분단’, ‘통일’, ‘이산가족’ 등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하며, 남북한의 공통된 민족 의식과 통일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청년세대들은 민족 담론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가? 박주화(2018)는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들이 실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통일의식조사의 산술적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정들을 읽어내고자 시도한다. 먼저, 그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응답을 비교할 때, 기성세대의 응답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20-

30대와 달리, “기성세대는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해야만 하는 사회적 

의무감을 학습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일종의 자기검열,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고려가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주화, 2018, p. 2). 또한 젊은 세대와 

비교 했을 때, 기성세대는 ‘통일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러한 기성세대의 통일 의식이 과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반문한다.  

게다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비율’을 비교했을 

때, 세대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간한 

『2019 통일의식조사』 17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에서는 통일을 해야 

                                            
17  박주화(2018)는 통일연구원이 발간하고 있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세대간 통일의식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수록된 결과 집계표를 활용하였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 집계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통일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 

이유’에 대한 세대별 응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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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로 ‘남북한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35.7%)(통일평화연구원, 2020, p.330). 그러나 동일한 질문에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20대의 비율(30.8%)이 순위로 1,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젊은 세대가 “민족통일담론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의 이유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언급한 20대의 비율이(10.4%) 50대(9.5%)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젊은 세대의 민족통일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평가하기가 더욱 어렵다.  

[표 ３-1] 통일의 이유에 대한 세대별 응답18 

 사례수 
같은 

민족 

이산 

가족 

전쟁 

위협 

북한 

주민 
선진국 기타 계 

19-29세 221 30.8 10.4 35.7 3.2 19.9 0 100 

30대 221 33 11.8 31.7 1.4 21.3 0.9 100 

40대 252 33.7 10.7 34.1 2.4 18.7 0.4 100 

50대 262 36.3 9.5 31.7 4.2 18.3 0 100 

60대 

이상 
244 41.8 7.8 29.5 4.1 16 0.8 100 

- ‘같은민족’ : 같은 민족이니까 

- ‘이산가족’ :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 ‘전쟁위협’ : 남북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 ‘북한주민’ :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선진국’ :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기타’ : 기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박주화는 젊은 세대가 민족통일의식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통일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1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0,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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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통일의 명분으로서 민족 담론은 

여전히 전 세대에 걸쳐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박주화, 2018, p. 4).  

여섯째,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 담론을 옹호하는 이들은 세계화와 

다문화 담론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21세기의 인류적 

가치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세계화와 다문화의 흐름에 따라 마땅히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선 

이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과 보편적 가치로의 지향이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한국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예컨대 김영명(2002a)은 세계의 권력구조와 지배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서구의 경험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세계화 논의는 명백히 강대국 중심적”이기 때문에 “약소국이라는 

우리(남한)의 처지”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김영명, 

2002a, p.374-379).19  김수행 또한 “여전히 세계체제 내에서 민족과 영토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가장 유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개방과 포용을 주장하는 

세계주의로의 이행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윤인진, 2007, p. 22-

23에서 재인용).  

또한 이들은 남한의 다문화사회 현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영명(2013)은 남한에서의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당연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문제 삼으며, 남한 사회를 과연 

‘다문화 사회’라 지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19  김영명(2002a)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과 그 외의 국가를 약소국으로 구분한 

뒤, ‘보편성’을 강조하는 ‘세계화론’은 강대국의 처지를 반영한 이념이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화 개념은 “국경과 민족 구별이 약화되고 인간 상호작용(교통과 소통)이 세계적, 

전지구적 단위로 확대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는 

세계화의 관심사가 개별 ‘행위자’가 아닌 전체 ‘구조’에 있기 때문에, 나라들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과 지배-종속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그는 세계화 현상을 “강대국-

약소국 사이의 관계에서 패권주의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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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인구의 약 34%, 런던은 약 30%가 외국 태생 인구이며, “외국 태생 

인구 비율이 5% 이상 또는 10% 이상 되어야 다문화사회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의 외국인 태생 인구 비율은 2011년 기준 약 2.5%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 외국 태생 인구 비율이 5% 이상이 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김영명, 2013, p. 144-146).  

이 외에도 탈민족주의의 이론적 한계를 밝혀 민족주의를 지지하려는 

시도들도 존재한다. 나종석(2009)은 “90년대 이후 탈민족주의론이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 논쟁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기존 민족주의와 결합된 

여러 문제점들을 성찰할 계기를 부여하는 등, 그 긍정적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민족주의 담론이 지니는 편향과 그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p. 89-90). 20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담론을 배제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시도된 평화교육적 통일교육은 “서구의 

탈민족주의적 평화이론의 영향을 받아 통일이 안 되어도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거나 통일 담론을 자제하고 평화를 앞세움으로써, 대체로 평화와 

통일의 과제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이병수, 2010, p. 378).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 담론을 옹호하는 

이들은 다문화주의나 세계주의, 평화주의 그리고 탈민족주의 접근을 통한 

대안적 통일 담론이 남한의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에 불과하거나 낭만과 

순진성”을 지닌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안승대, 2019, p. 305-306). 

나아가 이들은, 남북한 분단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은 여전히 민족주의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의 이념은 유지되어야 함을 

역설한다(정영훈 외, 2014, p. 265).  

 

                                            
20  나종석(2009)은 탈민족주의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민족주의가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이라는 탈민족주의 담론의 주장은 일면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둘째, 탈민족주의 담론은 민족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도외시하고 모두 민족주의의 

근대주의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 셋째, 세계화 흐름에 입각해 민족주의를 시대착오적인 

이념으로 간주하는 탈민족주의 담론은 세계화 및 근대 민족국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니고 있지 않다. 넷째, 탈민족주의 담론은 정작 그것이 남한 사회에 초래하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 무비판적이라는 것이다(나종석, 2009, 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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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논쟁의 해결 방안으로서 열린 민족주의 
 

통일교육 이념 설정과 관련된 딜레마는 ‘민족주의의 현실’과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이는 주로 

민족주의에 대한 찬반론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구도로 이어졌다. 앞서 

딜레마의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까닭은,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가치가 서로 대립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통일 문제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현실적으로 

모두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이념은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조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열린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열린 민족주의의 개념과 

그 전제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１. 열린 민족주의의 전제 

 

통일교육의 민족주의 이념과 관련된 논쟁에서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지지하는 이들은 민족주의가 배태한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이들 역시 통일 담론에서 

민족주의가 차지하는 역할과 의의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가 지닌 양면성을 각 입장의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예컨대 차승주(2013)는 민족주의가 남북한의 공통분모가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의 논리로 통일에 접근할 경우 

획일주의적 경향을 내포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p. 486-487). 한편,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박민철(2015)은 민족주의가 지니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그것이 통일의 

‘규제적 원리’는 될 수 없지만, 적어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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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는 통일의 ‘실천적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역설했다(p. 75-76). 탈민족주의와 다문화 이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김영명(2016) 역시 “한민족 통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이념적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p. 235), 동시에 

그는 민족주의의 타고난 배타성과 폐쇄성을 인정하였으며, 민족주의는 

그것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p. 241).  

다문화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고유의 민족주의를 폐기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타고난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끌어안고 통일의 결정적 자원인 민족주의를 계속 

추구해야 하는가? 민족주의가 지니는 유효성과 위험성,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이어온 끝에, 국내의 

연구자들은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한국 민족주의가 변화될 필요가 있음에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특히 통일교육 연구자들은 ‘한국 민족주의의 

재구성’ 방법에 초점을 두고,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연계’ 또는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김미숙, 2002, p. 

62; 윤인진, 2007, p. 21; 이경무, 2018, p. 132). 대표적으로, 우평균(2011)은 

통일교육의 이념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민족주의냐? 다문화주의냐?의 

관점보다는 양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으며(p. 72), 정순미(2009) 역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두 이념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시도했다(p. 146).  

이렇듯 국내의 연구자들이 한국 민족주의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1990년대부터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열린 민족주의’ 담론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강진웅, 2015, p. 266; 박의경, 1995, p. 209; 윤인진, 2007, 

p. 21; 차승주, 2013, p. 485). 요컨대, 열린 민족주의는 통일 담론에서 한국 

민족주의가 갖는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폐해를 줄이는 동시에 

다문화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열린 민족주의를 통해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한국 민족주의를 재구성해 나가려는 

시도는 특히 통일교육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통일교육을 주도하는 

도덕과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열린 민족주의 개념이 등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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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p. 37, 91),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내용 

등을 설정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는 『통일교육지침서』에는 2008년부터 

열린 민족주의 개념이 명시되기 시작했다(통일교육원, 2008, p. 17, 27). 

 

２. 열린 민족주의 개념의 명료화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논쟁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전제되어온 까닭에 ‘민족주의 현실’과 

‘다문화시대의 요구’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국내의 학자들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접점을 모색하고, 그 시도 끝에 ‘열린 

민족주의’를 고안했다. 요컨대, 열린 민족주의는 ‘한국 민족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하나로서, 다문화 시대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이념적 지향인 것이다. 이러한 열린 민족주의는 1990년대 말부터 

남한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영명(2016)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민족주의가 열린 민족주의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무성하나, 정작 “열린 민족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p. 218). 열린 민족주의 개념은 통일교육의 

영역 외에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에 따라, 열린 민족주의의 의미와 그 특징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본 항에서는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열린 

민족주의의 개념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열린 민족주의 개념과 통일교육에서 

기술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린 

민족주의의 의미를 보다 명료화 하고자 한다.  

먼저,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세계화와 조화되는 민족주의’로 이해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김영명(2002a)과 탁석산(2004)의 

논의를 검토하여 세계화∙다문화 담론과 열린 민족주의 간의 관련성을 

정리한 이송순(2004)은 열린 민족주의를 대외 자주성을 추구하고 다원적 

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한 ‘올바른 정치 이데올로기’로 규정한다. 이송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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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열린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열린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둘째, 사회 

내부의 획일성을 지양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열린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국수주의”와 구분되는 것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원적 세계화와 결합하는 민족주의를 

의미한다(이송순, 2004, p. 263). 

한편, 이선민(2008)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민족주의 개념을 

종합하여,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선민은 그의 연구에서 “민족주의를 세계주의∙국제주의와 양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세일”과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을 강조했던 복거일, 그리고 민족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고민한 민세(民世)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는 모두 ‘열린 민족주의’에 

해당한다고 밝힌다(이선민, 2008, p. 112-117). 그러나 이선민이 상정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그가 분석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선민은 박세일(2006)의 구분에 따라, 민족주의를 

‘자유주의적∙공동체주의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집단주의적 민족주의’로 

나눈다. 전자가 자유주의∙개인주의∙세계주의∙국제주의와 양립 가능한 ‘시민적 

민족주의’라면, 후자는 국가지상주의를 내세워 개인주의∙세계주의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민족주의라고 설명을 덧붙인다. 여기서 그는 

‘자유주의적∙공동체주의적 민족주의’를 ‘열린 민족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뒤, 이를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에, 

‘국가주의적∙집단주의적 민족주의’는 “극히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이선민, 2008, p. 103). 또한 이선민은 복거일(1998)의 연구를 

인용하여, ‘닫힌 민족주의’와 대별되는 것으로서 ‘열린 민족주의’를 설명한다. 

‘닫힌 민족주의’는 인종적 순결성을 강조함으로써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를 야기하는 반면에 ‘열린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민족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이라 설명한다(복거일, 1998; 이선민, 2008, p. 109-110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이선민은 세계사의 흐름과 민족주의를 연결시키고자 했던 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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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의 정신을 ‘열린 민족주의’로 설명한다. 안재홍은 광복 이후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이념에 대해 “민족으로 세계에, 세계로 민족에, 

교호(交互)되고 조합(調合)되는 민족적 국제주의-국제적 민족주의”라고 

주장하였다(안재홍, 1935: 512; 이선민, 2008, p. 117에서 재인용). 이선민은 

당시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상황에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했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를 “우리 민족이 20세기에 만들어낸 '열린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적 성과”라고 평가하였다(이선민, 2008, p. 117-118). 비록 

이선민은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는 ‘세계화 흐름에 부합하는 민족주의’ 

또는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가 아닌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열린 민족주의의 핵심적인 성격을 ‘개방성’과 ‘다양성’, ‘보편성’ 

등으로 설명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가령, 김영명(2002a)은 “민족주의의 

폐해로 지목되는 억압성이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 안과 밖 

모두에서 다양성을 지향”하고,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양성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열린 민족주의의 핵심이라 

말한다(p. 381). 비슷한 맥락에서, 윤대식(2013)은 전통적인 한국 민족주의와 

구분해 열린 민족주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존의 한국 

민족주의가 배타적·폐쇄적·저항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와 달리 

열린 민족주의는 보편성·개방성·다양성·세계성을 수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윤대식, 2013, p. 358-359). 나아가 이상신 외(2017)는 “세계화, 

신세대 가치관의 개방성, 민족주의의 쇠퇴, 다문화 현상 등을 고려”했을 때, 

통일국가의 이념으로서 열린 민족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여기서 열린 

민족주의는 “다층성, 복합성, 역동성, 포용성과 개방성을 지녀야”한다고 

강조한다(이상신 외, 2017, p. 174-176). 이들은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열린 민족주의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민족주의로 설명하고 있다(우평균, 2011, p. 81-82). 

조민(1994)과 박의경(2015)은 열린 민족주의를 ‘민주주의’와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먼저, 조민(1994)은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수평적 동료의식에 토대를 둔 공동체’이자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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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상관성을 지닌 민족주의로 보았다(p. 7-8). 한편, 박의경(2015)은 열린 

민족주의를 ‘폐쇄적 민족주의’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근대화와 

민족해방운동에서 촉발된 전통적인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열린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식민지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독립 그리고 생존의 길을 열어주는” 민족주의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그는 무엇보다도 열린 민족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시민적 민족주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열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박의경, 2015, p. 207-209). 

한편, 통일교육에 나타나는 열린 민족주의 개념은 어떠한가? 이는 여타 

다른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열린 민족주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통일교육만의 독자적인 열린 민족주의 개념이 존재하는가? 

통일교육에 나타나는 열린 민족주의의 개념과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항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에 나타난 열린 

민족주의의 서술을 토대로 하여, 통일교육에서의 열린 민족주의 개념과 

이것이 지닌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교육에 열린 

민족주의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무렵이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이듬해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2008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처음으로 열린 

민족주의 개념이 다뤄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열린 민족주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8 통일교육지침서』이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에서 나타나는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21  

                                            
21  통일교육에서 나타난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과정은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검토하였으며, 통일교육지침서는 

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6년도 자료 총 8권을 활용하였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해마다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해 왔으나, 2015년과 2017년 그리고 최근 

2019년과 2020년에는 지침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자료는 『2018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이후의 4장 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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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국가와 민족의 윤리’ 그리고 ‘평화와 윤리’ 단원에서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두 교육과정에 나타난 열린 민족주의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근대 사회에서 민족은 영토의 통일 및 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

나 오늘날은 그러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가 네

트워크화 됨에 따라 민족의 역할은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귀화자 및 외국 이민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민족은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주의나 극단적인 세계주의는 여러 가

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폐쇄적인 자민족중심주

의와 극단적인 세계주의를 지양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열린 

민족주의가 요구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 p. 37). 

“외국인 귀화자 및 외국 이민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민족은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주의나 극단적인 세계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폐쇄적인 자민족중

심주의와 극단적인 세계주의를 지양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열린 민족주의가 요구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p. 36-37).  

“민족 공동체 및 민족 공동체 의식은 과거에 공유했던 언어, 역사, 가치, 

혈연 등의 객관적 요소에 기초한 동질성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다문화 현실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민족적 정체성은 

열린 민족주의와 함께 인간의 자유, 평등, 복지를 증진하는 비전과 목표

를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의 미래적 동질성을 추구하여야 하는 새로운 민

족 통합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p. 117).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술에 따르면, 열린 민족주의는 ‘인간의 자유, 평등, 

복지를 증진하는 비전과 목표’를 지니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민족주의로 

설명된다. 또한 이는 ‘과거에 공유했던 언어, 역사, 혈연 등의 객관적인 

요소에 기초한 동질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의 ‘객관적 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요소’에 기초한 개념인 것이다. 나아가 열린 민족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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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족의 번영과 이익추구에만 관심을 갖는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주의’, 

‘극단적인 세계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한편, 통일교육지침서는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크게 두 곳, 즉 

‘통일교육의 지도방향’의 하위 주제인 ‘통일교육의 주안점’과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의 하위 주제인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 다루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에 나타난 열린 민족주의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22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 민족 우월주의와 민족지

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

다”(통일교육원, 2008, p. 17). 

“통일국가는 이러한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하나의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다. 이때 민족공동체는 혈연적 의미의 폐쇄적 민족 개념을 넘어서서 

열린 민족의 개념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사회 역시 다문화 

사회라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

다”(통일교육원, 2008, p. 27). 

통일교육지침서의 기술에 따르면, 열린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족주의이다. 또한 

이것은 혈연에 기초한 ‘편협한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 

우월주의’와 ‘민족지상주의’를 지양하는 한편, ‘다문화 사회라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된 열린 민족주의 개념과 통일교육에서의 

열린 민족주의 개념을 종합하여, 열린 민족주의가 지니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 민족주의는 인간의 자유, 평등, 복지를 증진시키는 

                                            
22  『2008 통일교육지침서』부터 『2016 통일교육지침서』까지, 총 8권의 통일교육지침서를 

검토해본 결과, 통일교육지침서에 기술된 열린 민족주의 내용은 모두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2008 통일교육지침서』에 기술된 내용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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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즉, 한반도를 삶의 공간으로 삼는 다양한 구성원 

모두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이 열린 민족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 둘째, 

열린 민족주의는 다문화 시대의 통일 이념으로서, 인종과 민족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구성원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다문화 시대에 동질성의 지나친 강조는 자민족중심적(ethnocentric) 

폐쇄성과 배타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민족주의의는 남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조화 및 공존을 

추구한다(박성춘 & 이슬기, 2016, p. 90). 셋째,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의 

주관적 요소에 기초한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 동일한 혈통과 

언어, 문화 등 민족의 객관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가정체성에 기반을 둔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열린 민족주의는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 

그리고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를 추구하며, 이는 곧 21세기 다문화-통일 

시대에 적합한 한국 민족주의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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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 논문의 4장에서는 통일교육 내에서 열린 민족주의를 포함한 

민족주의 이념의 문제를 고찰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열린 

민족주의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열린 민족주의의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민족주의와 통일 및 통일교육의 관계 그리고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한 뒤, 향후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１절 분석을 위한 개념의 예비적 고찰 
 

본 절에서는 통일교육이념으로서 민족주의가 지닌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분석 대상에 대한 개념을 사전 검토한다. 분석 대상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연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 역시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 문제를 생산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동일한 전제 위에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제는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행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를 고찰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1)통일과 

통합의 개념, (2)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을 구분하고, 나아가 (3)통일의 

본질적 속성을 검토한다.  

 

１. 통일과 통합의 구분 

 

‘통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통일의 의미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온 

나머지, 이러한 질문이 의문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및 통일교육 연구에서 조차 통일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종종 

우리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전제하는 통일의 의미가 서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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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논쟁을 반복하게 만드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박주화, 2018, p. 6). 그러나 본 연구는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연구의 목적과 분석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통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먼저, 통일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통일은 사전적으로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계 아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통일의 의미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겨레가 하나로 되는 일, 즉 남북통일”을 가리킨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편, 통일교육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의 의미는 보다 구체적이다. 

예컨대,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020 통일문제이해』에서 통일 개념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분단된 남북한이 합해지는 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을 의미”하고, “둘째, 정치∙법률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체제의 단일화”를 뜻하며,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하나의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통일교육원, 2019, p. 10-12). 그러나 통일교육원이 제시한 네 

가지의 정의 중 어떠한 것을 따르더라도, ‘통일’ 개념에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학술적 의미에서의 통일 개념은 일반적 의미보다 복잡하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 넘게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통일방안들이 제안되면서, ‘통일’의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되었기 

때문이다(임현진 & 정영철, 2005, p. 280-281). 예를 들어, 남북한의 

정치∙경제∙교육 체제와 같은 사회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두고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체제 중심 접근법에 기초한 통일’과, 남북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가치관에 중점을 두는 ‘사회∙문화 중심 

접근법에 기초한 통일’, 남북한 간의 공존∙교류∙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이와 상충적인 관계에 있는 ‘결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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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23 (김연철, 2011, p. 112-113), 정부에 의해 주도되며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위로부터의 통일’과 남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아래로부터의 통일’(김경웅, 1996, p. 423) 

등이 있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독일 통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동서독은 정치적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동서독 

주민들의 의식적 통일로까지 이어지지 못 했다. 동서독은 오랜 기간 교류를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주민들 간의 심리적∙사회적∙문화적 

통합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 난관을 직면하게 

되었다(양현모, 1997; 오기성, 2020, p. 32). 이러한 독일 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 문제에서도 영토나 체제 중심의 통일을 넘어 

사회통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양현모, 1997, p. 15). 

이러한 사고의 변화에 기초하여, 통합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통일 

방안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한 사회의 내적 

통합을 중시하고, 남북한 사회통합의 실태를 고찰한 윤인진과 김귀옥(2005), 

독일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통합 과제를 제시한 박종철 외(2013), 

독일의 사회 통합 현실이 남북한 사회 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한 

윤철기(2014) 등 국내에서는 통일의 새로운 방향성을 구성하기 위해 통일과 

통합을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에 대한 강조는 국내의 통일 정책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국내의 

통일 정책을 연구한 박광기(2012)는 지금까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이 

“‘통일’이라는 근본 목표를 위하여 각 단계별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p. 210). 즉, 국내의 통일 정책은 ‘통합을 통한 통일의 추구’라는 

                                            
23  김연철(2011)은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엄밀한 개념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연구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에 관한 두 개의 정책은 상충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결과로서의 통일’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과정으로서의 통일’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 113)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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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편, 그는 통일과 통합 개념의 층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통일 정책에서 두 개념을 명확한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박광기, 2012, p. 210).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박명규(2017)는 

통일과 통합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비판하였으며, 이원봉과 홍기준(1999) 

또한 통일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각기 다른 개념을 적용함에 따라 논의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p. 20).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통일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주민들 

간의 심리적 갈등 문제에 대한 고려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 통합의 과제는 통일 문제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박성춘 

& 이슬기, 2016, p. 53). 그러나 독일통일 사례와 같이, ‘통합 없는 통일’은 

존재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통일이 곧 통합을 의미하지 않으며, 두 

개념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음을 예증한다.  

최근 통일 문제에 있어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개념과 더불어 통일과 통합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통일 개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배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통합 이론 전체를 다루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통합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 

내에서 통합 이론을 개략적으로만 검토하기로 한다.  

통합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를 형성하자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이홍종, 2015, p. 53). 대표적인 통합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Haas, 1984). 첫째, Deutsch로 대표되는 다원주의 이론(pluralist 

approach)이다. Deutsch가 정의하는 통합은 안전공동체(security community) 

형성과 관련된다. 즉, Deutsch가 이해하는 통합의 목표는 국가 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지, 복수의 상이한 국민과 정부를 반드시 하나의 

단위로 합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Deutsch의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통합을 추진하는 전략으로서 정치 및 외교의 활동을 강조한다. 비록 

‘경제∙사회∙문화 부분’에서의 통합이 점진적으로 안전공동체 형성에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방∙외교∙안보 분야’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더 나아가 통합에 있어서는 후자가 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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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 간의 공식적인 헌법이나 협정을 통해 초국가적인 제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연방주의 이론(federalist theory)이다. 연방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Etzioni가 있다. 이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국가 단위의 

‘통합’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결에 의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방주의 이론은 다원주의 이론보다 통합의 형식 

논리와 정치지도자의 권한, 그리고 통합 의지를 강조한다. Etzioni는 정치 

통합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성취된 결과로 상정하였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폭력 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둘째, 자원과 보상의 분배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셋째,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치적 일체감을 형성한 상태여야 한다(Etizioni, 1965, 4, 

10; 이인정, 2013, p. 165에서 재인용). Etzioni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정치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Mitrany로 대표되는 기능주의 이론(functionalist theory)이다. 이 

이론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증대가 국제협력과 통합을 촉진시키고, 한 

기능분야에서의 협력은 다른 기능분야에서의 협력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정치 영역에서의 통합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국방 및 외교 분야 등은 

국제협력의 출발점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적은 

사회∙경제∙기술적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를 일차적 목표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기술적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는 새로운 기구를 수립 

가능하도록 만든다. 새로 설립된 기구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점차 이양 

받게 되면, 국경을 초월한 국제 기구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기구를 

통해 평화로운 세계공동체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이 Mitrany의 

입장이다(Mitrany, 1966, p. 92-98; Hass, 1984, p. 52-53에서 재인용). 

넷째, Haas로 대표되는 신기능주의 이론(neo-functionalist theory)이다. 

신기능주의 이론은 기능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이 이론은 

기능적 통합을 통해 점진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능주의 이론과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정치분야와 여타 기능분야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정치적 요인들의 중요성과 통합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능주의 

이론과 차이가 있다. 신기능주의 이론자들은 한 영역에서의 협력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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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협력으로 자동 확산(spillover)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한 가지 

영역에서 배운 통합의 교훈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자 할 때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기능주의자들은 통합을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정치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신기능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Haas 역시 정치적 통합을 “몇 개 여러 상이한 

국가적 상황에 거주하는 정치행위자들이 그들의 충성심, 기대, 정치행위를 

새로운 중심으로 옮기도록 설득당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Haas, 1966, p. 94; 

Hass, 1984, p. 51에서 재인용).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 개념 그 자체 역시 엄밀하게 ‘통합’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가들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협조와 공영을 

도모하는 사회통합 이론 또한 학자의 학술적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포진되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온죽 외, 1997, p. 24). 특히 통합 이론은 

정치학과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정치학 

분야에서의 통합은 주로 “두 개 이상의 단위체가 하나의 사회단위로 이전해 

가능 경우로서, 상호이익을 증진하며 평화구축을 위한 연대이론”을 

의미한다면, 사회학 영역에서의 통합은 “지역 간 국가 간의 통합보다는 한 

사회 내의 지역 간 통합과 소통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신은희, 2009, p. 99).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위와 같이 국외에서 발전된 통합 개념과 통합 

이론에 기초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해석 및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윤인진, 2001, p. 13). 그러나 박명규(2017)는 유럽의 통합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박명규에 

따르면, 통합 개념은 “분화된 요소들이 각각의 독자성과 이질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상호의존적 안정성을 획득한 상태,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p. 11). 유럽에서 ‘통일’이 아니라 ‘통합’을 강조해온 

이유 역시, “각 개별국가의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차이와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연대와 결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럽 

‘통합’이 “국가적 경계와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통일’은 “남북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 공동체가 형성되는 

상태, 또는 그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명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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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남북한의 통일은 질적으로 다르며, 유럽의 통합 이론을 남북한 통일 

문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박명규, 2017, p. 11-13).  

박명규 외에도, 통일과 통합 개념의 구분을 놓고 학자마다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먼저, 오기성(1997)은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하나의 영토와 

하나의 국민을 가진 나라로 된다는 의미”이며, 통합은 “통일이 만들어 내는 

상황이고 통일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이자 “남북 분단 상태가 종식된 후, 

통일되니 사회 내에서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p. 132). 한편, 임현진과 

정영철(2005)은 통일이 “주로 정치통합을 중심으로 하여 분단된 남북한의 

재결합에 중심을 두는 것”이라면, 통합은 “하나의 제도적, 문화적 통합을 

중심에 두는 입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p. 284).  

이 뿐만 아니라 두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먼저 박광기(1998)는 ‘통합’을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 국가들의 

새로운 관계의 형성 과정으로 설명한 뒤, ‘통합’을 ‘통일’보다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윤인진(2001)은 ‘통합’이 

‘통일’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p. 8-9). 한편, 최경진은 통합을 

통일의 한 과정으로 간주하고, 통일은 통합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는 “오히려 통일이 통합보다 넓은 

개념”이며, “통합이 통일의 하위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임현진 & 정영철, 

2005, p.283-284에서 재인용). 또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즉 

‘통일에 관한 교육’, ‘통일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일이후 교육’으로 구분한 

박광기(2012)는 ‘통합’ 및 ‘사회통합’을 ‘통일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통일이후 교육’으로 제시하고 있다. 24  이러한 박광기의 주장 역시 통일과 

                                            
24  박광기(2012)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즉 ‘통일에 관한 교육’, ‘통일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일이후 교육’으로 구분한다. ‘통일에 관한 교육’은 통일 개념의 이해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의 중요성, 통일의 미래상 등 규범적인 내용들로 구성되며, ‘통일을 

위한 교육’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통일을 위한 한반도와 국제관계,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 남북 관계 및 대북 

정책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교육’은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과 제도, 사회적 안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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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개념은 정의뿐만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통일’과 ‘통합’의 개념, 그리고 두 개념 간의 관계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정의된다. 그러나 어떠한 정의를 

따르더라도 통일은 ‘분단된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통일’은 “말 그대로 ‘하나’(One Korea)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권혁범, 2009, p. 10). 한편, ‘통합’ 내지는 ‘사회통합’은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풀어가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박성춘 & 이슬기, 2016, 

p. 53). 따라서 통일에 있어 통합은 중요하지만, 두 개념은 서로 

구별된다(정경환, 2013, p. 160).  

 

２. 민족과 민족주의의 구분 

 

앞서 2장에서 다룬 민족주의 담론이 본 연구의 주요 소재인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말 그대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본 항은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서, 민족과 민족주의의 의미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민족주의 문제를 다뤄왔다. 그러나 장문석(2011b)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공전”하게 되었다. 모두가 ‘민족주의’를 말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민족’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민족주의’로 보았으니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장문석, 2011b, p. 451).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서로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민족과 민족주의의 선후 관계’를 둘러싼 

                                            

통일한국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제들로 구성”된다(박광기, 2012, p.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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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의 논쟁은 두 개념이 서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둘째, 개념의 

정의상 ‘민족주의’는 특정 민족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민족’ 그 자체와 동일하지 않다. 비록, 민족과 민족주의의 다의적인 

특성으로 인해 두 개념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적어도 

그 두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며, 서로 구분됨을 보일 수는 있다.  

먼저, 민족과 민족주의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학자들 간의 논쟁은 

민족과 민족주의가 서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민족주의의 기원이 ‘근대’에 있는지, 아니면 ‘전근대’에 

있는지에 따라 민족주의의 정의를 달리해왔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까지 민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논의의 초점을 

민족주의에 맞춘 뒤, 민족주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족을 언급해왔다. 

가령, 민족주의의 근대 기원론자로 대표되는 Hobsbawm(1990/1994)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족문제’에 접근할 때, 민족이 지칭하는 실체보다는 ‘민족’ 즉 ‘민족주

의’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 이유는 민족주의가 표상하는 

‘민족’은 전망적 인식이 가능하지만, ‘민족’의 실체는 사후적으로만 인식

되기 때문이다. (…) 민족을 민족국가와 관련시키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민족주의는 때때로 이전의 문화를 취하여 민족으로 바

꾸며, 어떤 때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며, 종종 이전 문화를 말살한다. 바

로 이것이 실체이다. 요컨대, 분석을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민족에 앞선다. 

민족이 국가와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Hobsbawm, 

1990/1994, p. 24-26) 

Hobsbawm은 Gellner의 정의를 따라 민족주의를 “기본적으로 

정치적∙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Gellner, 1983/2009, p. 134; 

Hobsbawm, 1990/1994, p. 25)으로 규정하고, 민족은 역사적으로 

민족국가와 관련될 때에 한해서만 나타나는 사회적 실체로 간주한다. 

Hobsbawm의 논의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보통선거권이 적용된 후 

엘리트집단이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탄생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을 종족성, 

종교, 언어, 공통의 역사적 경험 등과 같이 민중들이 공유하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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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배계급에 의해 민족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여된 

‘집단적 정체성의 요소’로 간주한다. 그는 민족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민족 개념이 전적으로 근대화의 산물이며, 근대 이전에는 

민족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Hobsbawm은 민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민족이 아니라, 민족주의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obsbawm, 1990/1994, p. 30-67). Hobsbawm을 주축으로 하여, 

민족주의가 근대에 탄생한 개념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대개 민족주의가 

민족에 선행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반면,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근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즉 민족주의의 ‘전근대 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민족의 역할을 중시한다. 

대표적으로, Smith는 근대의 민족주의 개념이 무(無)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 온 종족 의식, 즉 언어∙전통∙기억∙혈통이 

같다는 믿음, 집합적 정체감 등으로부터 근대 민족주의가 출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Gat & Yakobson, 2013/2020, p. 19에서 재인용). Smith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선후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많은 근대주의자들이 보기에,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

으로 ‘그’ 민족(‘the’ nation)에 앞선다. 근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민족주

의가 근대의 산물이라면 민족들은 18세기 말보다 더 앞설 수 없다.(…) 

(그러나) 족류공동체의 상징, 기억, 전통, 신화는 이러한 새로운 민족국

가들에게 그 국가의 공공문화, 상징코드와 레퍼토리, 그리고 여러 법률과 

관습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족류집단의 유산들은 (…) 근대 민족

주의자들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문화적∙정치적 유대로부

터 오랜 시기에 걸쳐 여러 단계를 밟으면서 단조(鍛造)되었다는 것을 보

여주기 때문이다”(Smith, 2009/2016, p. 105-106).  

 Smith는 민족주의를 “민족적 자율성, 단일성, 정체성을 위한 

이데올로기이자 운동”으로 규정하는 한편,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민족이 

특정한 역사적 조건들 속에서 민족주의로 표출된 것이라 주장한다. 즉, 

민족주의는 “이전의 민족들(these earlier nations) 다음에 생겨난 

것”이다(Smith, 2009/2016, 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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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론자들에게 있어 민족은 명백히 민족주의의 

산물인데 반해, Smith와 같이 전근대 기원론자들에게 민족은 민족주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한 역사적 실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민족과 민족주의 중에 무엇이 더 

선행하는가’에 대한 쟁점, 즉 ‘민족과 민족주의의 선후 관계’를 둘러싼 

논쟁을 포함한다. 비록 선후 관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무엇이 더 앞서던 간에) 이러한 논쟁 자체가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이 서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개념의 정의상 지향성(志向性)을 내포하는 ‘민족주의’는 

특정 집단의 단위인 ‘민족’ 그 자체와 동일하지 않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즉, 

학자들은 민족의 ‘객관적 정의’와 ‘주관적 정의’, 그리고 민족주의의 ‘근대 

기원설’과 ‘전근대 기원설’ 등에 따라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과 민족주의를 정의함에 있어 구체적인 

논쟁점들을 제외한다면, 사전적 의미로 돌아가 ‘민족’을 ‘한 사회의 구성원을 

구분하고 경계 지우는 단위’로, ‘민족주의’를 ‘특정 민족을 위주로 하는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족주의는 민족과 달리 특정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포함된 성질, 즉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민족주의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명화’, ‘해방’, ‘근대화’ 등을 추구해왔던 것처럼, 민족주의는 특정 민족의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이념이다. 탁석산(2004)이 민족주의를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유지∙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정책 원리 또는 그 활동”(p. 24)으로 정의한 것 

역시 민족과 구분되는 민족주의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있어 민족과 

민족주의의 구분은 주요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Grosby(200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로 많은 이들이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민족의 

동의어로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오용이 민족주의의 이해를 

둘러싼 혼란의 주범이 된다(Grosby. 2005; 장문석, 2011a, p. 60에서 재인용). 

따라서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에 있어서도, 민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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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개념을 서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３. 통일의 본질적 속성 

 

통일은 ‘왜’ 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아닌, 하나의 국가를 이루자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일까? 이와 

같이 통일의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는 것은 통일교육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만 하는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황인표, 2014, p. 237). 통일의 

이유는 통일교육 내에서 ‘통일의 당위성’ 내지는 ‘통일의 필요성’으로 

다뤄지고 있다. 통일교육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보편적 가치의 실현, 둘째, 실용주의적 근거, 셋째, 민족주의적 근거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 가지의 통일의 근거가 통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통일’이라는 개념을 성립 가능하게 만드는 통일의 ‘본질적 속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먼저 통일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살펴본 뒤, 통일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민족주의를 논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25 

먼저, 『2016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으로 다섯 가지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민족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 둘째, 

통일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한다. 셋째, 통일은 구성원 개개인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통일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 국가로 이끈다. 다섯째,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 제거와 평화정책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통일교육원, 2016a, p. 32-34). 더불어 통일교육지침서는 

                                            
25  통일교육에서의 통일 당위성과 필요성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항에서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2016, 2018 통일교육 지침서 2권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중학교 도덕2 교과서 2권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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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제를 다룰 때,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사적 측면과 인도주의적 차원, 

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여 지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6a, 

p. 32) 

가장 최근에 발간된 통일교육지침서인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하 2018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 필요성의 이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둘째, 통일은 분단 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넷째, 통일은 유∙무형의 

편익을 가져온다(통일교육원, 2018, p. 21-22). 『2016 통일교육지침서』와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공통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주의 측면과 

실용주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분단 구조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일의 

필요성으로 제시함으로써, 통일을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15 개정 『중학교 도덕2』교과서에서 나타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통일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통일은 인도주의를 실현할 뿐

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자유의 가치를 실

현하는 일이고, 통제와 억압 속에서 생활하며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 남북 간 이질화를 극복

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전통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정창우 외, 2018, p. 

130-131).  

“통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 인

도주의적 측면. (…) 특히 원하지 않게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헤어져서 

살아야 했던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다. 지리적 측면. 

반으로 갈라져 섬처럼 떨어져 있는 남한을 대륙과 이어 주는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 역사적∙민족적 측면. 원래 한 국가로 지냈던 한반도의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하나의 존재로 함께 화합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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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측면. 남한의 뛰어난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하고 인

구 증가로 노동력과 시장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 세계 평화의 측

면. 한반도의 분쟁을 끝내고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을 풀어 줄 수 있

다”(황인표 외, 2018a, p. 125).   

통일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은 출판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5 개정 『중학교 도덕2』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주의∙인도주의를 포함한 ‘보편적 가치의 실현’, 둘째,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측면’에서의 필요, 셋째, 

민족공동체 회복과 역사적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측면’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서술은 앞서 살펴본 통일교육지침서에서의 통일 필요성과 

대체로 일치한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가장 최근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출판된 중등 

교과서를 분석한 김형렬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3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은 통일 필요성의 근거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에서 찾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2009 개정 

도덕 교과서부터는 민족주의적 서술이 다소 약화되는 반면, 이산가족이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2015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 더하여 자유, 

평화, 인간의 존엄성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까지 확대되어 통일 

필요성이 서술되기 시작했다(김형렬 외, 2020, p. 239-240).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한 또 다른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통일 당위성의 근거”였으나, 

분단의 장기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통일 당위성의 근거로서 

민족주의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통일의 당위성 논의는 경제적 편익 

계산을 통한 통일의 필요성 논의로 대체”되었다고 분석한다(박성춘 & 

이슬기, 2016, p. 115-116). 통일을 ‘당위성’이 아니라 ‘필요성’의 논의로 

접근하려는 경향은 통일교육지침서의 명칭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93년 『통일교육 기본방향』부터 『2003년 통일교육지침서』에 

이르기까지 ‘통일의 당위성’은 통일을 설명하는 필수적인 내용 요소로 



 

 89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2005 통일교육지침서』부터는 소단원 ‘통일의 

당위성’의 명칭이 ‘통일의 필요성’으로 개편되었으며, 통일을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통일교육에서 나타나는 통일의 당위성 및 필요성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통일교육은 통일 당위성이 

아니라, 통일 필요성 논의로 통일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오랫동안 통일 

당위성은 민족주의를 근거로 정당화되어 왔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는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번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념적 기초이자, 

통일의 핵심적인 근거로서 기능해온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와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대두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공감이 

약화되자, 통일의 ‘당위적 접근’은 ‘필요성’의 관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필요성에 기초한 통일 논의는 기존의 당위적인 접근 보다 다양한 근거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특히 통일의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통일 문제를 개인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둘째, 통일교육은 통일의 필요성으로 세 가지 근거, 즉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실용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측면에서의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 개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 반해, 2015 개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을 평화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인도주의적 관점’과 ‘평화주의적 관점’이 

모두 ‘보편적 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 필요성은 

위의 세 가지 근거의 범주 내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일교육은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함에 있어 위의 세 가지 

근거들이 동일한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근거들은 통일교육 자료 내에서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실용주의적 근거’ 또는 ‘민족주의적 근거’ 중 어느 

하나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동인(動因)으로서 세 

가지 근거들이 서로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정도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이 중, 세 번째 특징에 주목하여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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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보고자 한다. 과연 통일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 근거들은 

‘통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통일의 ‘본질적 속성(essential property)’을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본질적 속성이란, ‘그것’ 없이는 현상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을 일컫는다(임석진 외, 2009). 분단된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일 개념에 있어, 통일 필요성의 세 가지 

근거들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층위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명제이다. 보편적 

가치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최근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평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한반도 질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 되면서, 

통일교육에서도 평화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는 

통일교육의 명칭을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통일부와 교육부 또한 2018년에 각각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과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여 평화에 초점을 둔 통일교육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조정아 외, 

2019, p. 1).  

통일 문제에서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들은 평화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의 원천적 구조이자 체제인 분단과 냉전 질서를 

극복”(이동기 & 송영훈, 2014, p. 8)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긴다. 

평화∙통일교육 또한 이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을 시도한다. 평화∙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를 구상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평화∙통일교육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당위적 통일론과 통일교육이 지니는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들을 성찰”하고 “남북한 간의 오랜 적대와 대결을 극복할 평화 이념과 

평화 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이동기 & 

송영훈, 2014, p. 9). 

그렇다면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는 통일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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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평화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를 추구

하지는 않으며, 통일을 통해 미래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공

동번영이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일이 우리 민족 모두의 보다 자

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때, 이런 통일의 이익을 향유

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통일교육

원, 2018, p. 6-7).  

“남북이 상호신뢰 속에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쌓아갈 때 한반도의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룩될 

수 있다”(통일교육원, 2018, p. 29). 

『2018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설명하는 ‘평화’ 내지는 ‘평화적 공존’은 

보편 타당하고 소위 ‘보호된 가치’로서,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의 바람직한 

관계 또는 바람직한 통일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일교육 

내에서 ‘평화’의 개념과 그것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채, ‘평화를 통해 통일에 접근’하는 교육, ‘통일∙안보교육’과 대비되는 

교육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다(조정아 외, 2019, p. 53; 한만길, 2019, p. 137).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평화∙통일교육 개념의 불명확성 뿐만 아니라, 통일과 

평화 간의 관계 또한 논의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 

속에서 평화‧통일교육이 기존 통일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실제로 

극복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결합이 결국 통일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더 나아가 평화, 인권, 정의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 반드시 통일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비판적인 인식 또한 존재한다(조정아 외, 2019, p. 

51-64).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을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시킴으로써 통일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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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통일의 평화주의적 접근은 ‘통일과 평화 중 무엇이 더 궁극적인 

목표인가’에 대한 의견이 학자마다 서로 엇갈리며, 무엇보다도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평화주의적 접근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조정아 외, 2019, p. 67). 이러한 

질문은 비단 ‘평화’의 가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인권 등 여타 

다른 보편적 가치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그것이 통일의 

본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다.  

두번째, 통일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통일의 실용주의적 근거는 통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이익을 강조한다. 통일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26 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민족에 

호소하는 것보다 통일이 가져다 주는 실리를 강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과거 통일 당위성의 논의는 통일 문제를 

민족과 국가 이념의 차원으로 접근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실용주의적 접근은 “통일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 철도연결을 통한 생활반경의 확산, 전쟁의 위험성 축소, 경제적 이익 

창출 등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장동관, 2018, p. 2).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의 필요성 부분에서 통일 편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분단비용은 분단 상황에서 지불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분단으로 

인해 적정규모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 규모의 경제효과 포기와 

같은 경제적 손실,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경쟁비용 등과 같은 외교적 

손실 등 유형적 측면의 비용과 전쟁의 위협, 이산가족의 고통, 남남갈등 

등과 같은 무형적 측면의 비용이 있다. (…)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통

일 이후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지만, 이러한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

이 훨씬 크다. (…) 즉 통일로 인해 분단비용의 해소와 함께 시장의 확대, 

                                            
26  본 연구에서는 통일 편익과 통일의 유용성에 기초하여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통일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또는 ‘실용주의적 근거’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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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등의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전쟁 위험 해소 등 비경제적 편익

도 발생한다”(통일교육원, 2018, p. 21-22). 

통일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은 기존 

통일 담론의 한계 일부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첫째, 

통일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통일의 문제를 개인의 삶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통일편익과 분단비용 개념을 통해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모습을 보인다. 통일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한계들 또한 

노정하고 있다. 첫째, 통일을 통해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자는 실용주의적 

접근은 제국주의적∙식민지 근대화론을 재생산 시킨다. 둘째, 통일의 다양한 

가치를 경제적인 것으로 환산한다. 셋째,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와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이병수, 2010, p. 

368-371) 

이러한 통일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통일의 근본적 속성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이익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일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병수(2010)는 통일의 실용주의적 근거가 

“통일을 그 자체로 당위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최종목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나 민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통일이 가져오게 될 실제적인 이익이나 분단이 초래하는 

비용을 근거로 통일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현실성과 선택의 문제로 

본다”는 점에 있어서 통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힌다(p. 367-

368).  

 이러한 이병수의 주장은, 통일이 가져오게 될 실제적인 이익이 통일의 

수많은 ‘필요성’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통일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통일 필요성의 

실용주의적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동기(motivation)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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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통일의 본질적 속성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필요성으로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역사적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근거를 살펴보자. 통일교육원은 『2020 

통일문제이해』에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회복과 미래지향적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우리 민족은 동

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녀 왔으며, 수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공동

체 의식을 갖고 단결해 통일 국가를 발전시켜 온 공통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의 분단으로 인한 민족 간 대결과 갈등은 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 간직해 왔던 공통의 민족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

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

다”(통일교육원, 2019, p. 17). 

통일교육원은 위와 같은 통일의 필요성을 ‘역사적 차원’으로 

구분하고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민족주의적 근거’로 명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공통의 언어와 문화, 혈통 그리고 역사를 토대로 한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할 것을 당위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 필요성의 서술은 가치중립적 표현인 ‘역사적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지향을 내포하는 ‘민족주의’로 설명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민족주의를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유지∙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상태나 정책 원리 또는 그 

활동”(탁석산, 2004, p. 24)으로 볼 때, 통일 필요성과 관련된 위의 내용은 

상당 부분 민족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회복 그리고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 역사를 지니고 있다’거나, ‘분단으로 인해 훼손된 

민족정체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서술은 통일을 정당화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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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논리에 해당한다.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살펴 보았듯이, 통일 

담론에서 차지하는 민족주의의 지위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 

민족주의의 현실과 다문화주의의 요구 간의 균형을 맞춰 열린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다수의 학자들 역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서 민족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김영명(2002a)은 

민족주의의 억압성과 폐쇄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p. 

376). 차승주(2013) 또한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인과 매개는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에 있기 때문에, “분단된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대단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p. 482). 따라서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중요한 

담론일 수밖에 없다”(차승주, 2013, p. 476). 

민족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비판과 폐해가 지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민족주의 이념은 통일의 주요한 근거로서 지금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Gellner(1983)의 유명한 구절을 빌려 설명하자면, 한국은 1945년 

이후 분단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일치라는 민족주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p. 134). 민족주의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역사와 그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에서부터 지금의 남북한 통일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족주의는 ‘저항적’, ‘발전론적’, 때로는 ‘통일’의 옷을 입고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다시 말해,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그 

모습을 변모시켜 온 한국 민족주의는 독립 운동과 국가 건설, 경제적 부흥, 

근대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가능하도록 만든 하나의 힘이라는 

것이다(박찬승, 2010, p. 254). 미리 밝혀 두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에서 민족주의가 그간 해왔던 업적을 강조하는 것에 있지 않다. 다만, 

역사학∙사회학∙인류학 분야의 여러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의 자주 독립과 해방, 나아가 통일과 팽창을 추구하는 

이념이며, 이러한 민족주의가 한국의 역사적 동력으로서 기능해왔다는 

것이다(김영명, 2016, p. 230; 박찬승, 2010, p. 239; 이선민, 2008, 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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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벽, 1990, p. 257).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단위를 일치시키려는 

민족주의의 원칙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 나아가 통일의 근본적인 이념으로 

자리하게 된다(차기벽, 1990, p. 257). 예컨대, 19세기에 일어난 이탈리아의 

독립운동과 통일의 수립 과정은 역사적으로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라고 알려져 있다. 리소르지멘토는 이탈리아의 

독립, 통일, 자유를 추구했던 문화적∙정치적 민족주의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 용어가 이탈리아어로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장문석, 2011a, p. 85).  

이상에서 통일의 ‘본질적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통일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 필요성의 세 가지 근거, 즉 보편적 가치 실현과 

실용주의적 그리고 민족주의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실용주의적 근거’는 말 그대로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겠으나, 

각각의 근거가 추구하는 이상이 궁극적으로 통일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두 근거는 통일의 본질적 속성이 될 수 없다. 한편, 민족주의는 

민족의 자주 독립과 해방, 그리고 통일을 추구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민족 

분단의 현상을 타파하려는 통일의 근본적인 이념이 될 수 있다. 통일이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나 평화와 인권의 가치 실현, 또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실리 추구를 넘어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족주의는 통일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며, 

남북한 통일은 한국 민족주의를 전제로 성립 가능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제２절 열린 민족주의가 지닌 문제점들 
 

3장을 통해, 열린 민족주의는 통일교육 이념 설정과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개념임을 밝힌 바 있다.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논쟁은 민족주의가 지니는 유효성과 위험성,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왔으며,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가치가 서로 대립된다는 가정 하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통일교육 연구자들은 딜레마의 해결책을 논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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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열린 민족주의 개념은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는 

동시에 다문화 시대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과연 대안으로서 제시된 열린 민족주의는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는 열린 민족주의가 실제로 

통일교육의 이념 설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열린 민족주의가 기대고 있는 전제와 

특징, 즉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전제와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을 추구하고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에 기초한다’는 열린 

민족주의의 특징은 이러한 분석의 출발점이 된다. 본 절에서는 현재 

통일교육이 제시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의의 실제적∙이론적 한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１. 열린 민족주의의 실천적 적용 문제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는 현재 ‘열린 민족주의’로 제시되고 

있다. 『2017 통일문제이해』는 통일한국이 지향해 나갈 기본적인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통일교육원, 2016b, p. 19-20). 나아가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자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로 다소 

배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열린 민족주의는 (…)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닌 다른 민족, 집단과의 호혜적 교류와 평화 모색을 보장”한다고 

부연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6b, p. 20). 이처럼 통일교육의 이념적 

지향으로서 열린 민족주의는 정부 차원의 통일교육 자료에서도 공식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차승주, 2013, p. 486). 

그렇다면, 현재의 통일교육은 열린 민족주의의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본 항에서는 현재의 통일교육이 기존의 민족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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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내에서 열린 민족주의의 현황 분석은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이 

상정하는 통일과 민족주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열린 민족주의의 이념이 통일교육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서술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내용 분석법을 활용한다. 분석 자료는 통일교육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8 통일교육지침서』, 『2020 통일문제이해』,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집필된 『중학교 도덕2』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로 선정하였다. 1973년 도덕과가 공식적으로 출현한 

제 3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통일교육 이념의 

변천을 분석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겠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통일교육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통일교육에 반영된 열린 

민족주의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일교육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자료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는 여러 민간 출판사에 의해 검정교과서 체제로 

출판된다. 각 출판사마다의 구체적인 서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검정 

교과서는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 기반해야 할뿐더러,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출판사 간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정진리, 2019, p. 250).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검정 교과서로 

채택된 출판사는, 중학교 도덕의 경우 총 9개이며,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총 5개이다. 이 중 무작위로 각 학교급 마다 2개의 출판사를 선정하였다.  

통일교육의 이념은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핵심적인 

이념으로 간주된다.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 요소에는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 ‘북한 이해’ 등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열린 민족주의 이념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통일의 의미’와 

‘통일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통일교육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１. 통일교육은 통일을 ‘보편적 가치’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가? 

２. 통일교육은 통일을 ‘다양성’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가? 

３. 통일교육은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 개념에 기초하여 통일을 설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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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래로, 통일부에서는 거의 매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자료는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이는 ‘통일교육지침서’라는 제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이전의 지침서들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한만길, 2019, p. 136).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크게 1부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2부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3부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4부 평화∙통일교육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통일교육의 이념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과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과 ‘통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2.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3.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4.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5.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7.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8.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 전통과 문화,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9.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10.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2.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 인권, 평등,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13.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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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14.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5.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일교육원, 2018, p. 10-18). 

“통일은 분단 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통일은 유∙무형의 편익을 가져온다”(통일교육원, 

2018, p. 21-22).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에서 ‘평화’와 ‘보편적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권, 평등과 복지 등 보편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통일교육원, 2018, p. 11-

16). 기존의 지침서들과 비교했을 때,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제목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방향성 측면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교육의 주안점으로서 ‘평화’와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서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기존 지침서들과의 

차별점을 갖는다.  

또한,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 편익’, ‘지속가능한 발전’, ‘민족적 

과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통일 필요성의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분단 구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과 ‘통일의 필요성’에서 제시되고 있는 항목을 

살펴 보았을 때,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열린 민족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외의 열린 민족주의의 특징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서술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 통일교육지침서가 전제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과 ‘통일의 필요성’에 서술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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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상황의 지속은 (…)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장

기화는 남북간 동질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분단의 

고통과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와 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통일교육원, 2018, p. 10).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 우리 민족은 수천 년간 공통의 전통과 문화 및 

언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상이한 

체제를 유지해 온 결과 사회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민족으로서 동질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

화·언어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연결고리이며, 통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통일교육원, 2018, p. 14).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단결해 통일 국가를 발전시켜 온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민족 간 갈등은 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 간직해 왔던 공통의 민족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이러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통일

이 필요하다”(통일교육원, 2018, p. 21-22). 

『2018 통일교육지침서』는 ‘우리 민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민족’은 남북한 공통의 역사∙전통∙문화∙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과 ‘통일의 필요성’은 모두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이라는 민족의 ‘객관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에 기초해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동일한 영역에서 남북한 공통의 종족적∙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은, 남한의 ‘다양한’ 구성원에 관한 서술은 발견되지 않는다. 

 

2) 2020 통일문제이해 

 

『2020 통일문제이해』는 1장 ‘통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장 

‘남북관계의 전개’, 3장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통일’, 4장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5장 ‘한반도의 비전과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 의미 및 

통일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는 1장 ‘통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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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0 통일문제이해』는 통일의 의미를 지리적, 정치∙법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한반도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분단된 남북한이 합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통일교육원, 2019, p. 10).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공리(公利)적인 이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의 세계화·다문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민족이나 당위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는 통일의 필요성 담론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9, p. 16).  

또한 『2020 통일문제이해』는 역사적, 지리적, 개인적,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통일 필요성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통일 필요성의 

역사적 근거는 열린 민족주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회복과 미래지향적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의 민

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녀 왔으며, 수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단결해 통

일 국가를 발전시켜 온 공통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단은) (…) 

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 간직해 왔던 공통의 민족정체성을 크게 훼손시

켰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

대화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

야 한다”(통일교육원, 2019, p. 17). 

『2020 통일문제이해』는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로서 ‘평화’를 제시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p. 12).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이 보장되는 미래를 지향하며, 이 

때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의미한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9, p. 

13). 이처럼 『2020 통일문제이해』는 통일 과정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20 통일문제이해』는 역사적 차원에서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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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2020 통일문제이해』의 서술 역시, 『2018 

통일교육지침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공통의 언어∙문화∙혈통을 강조하는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에 기초해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은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시대적 관점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김병연, 2018, p. 25; 박성춘 & 이슬기, 2016, p. 17).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통일교육의 목표는 성취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과정 내에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이다.  

[표 ４-1]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27 

학교급 

(과목) 
성취기준 

중학교 

(도덕) 

[9도03-06]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는 

무엇인가?  

[9도03-07] 보편적 가치 추구와 평화 실현을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알고,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기르는 등 통일윤리의식을 정립할 수 있다. 

-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통일은 왜 필요한가? 

- 통일 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야 할까? 

-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27 교육부(2015, p. 2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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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활과윤리) 

[12생윤06-02]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교육 목표는 

균형 있는 북한관을 견지하고, 보편적 가치 추구와 평화 실현을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이해하며,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통일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편적 가치 추구’와 ‘평화 실현’을 명시함으로써, 통일 문제를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서술된 성취기준만으로 열린 민족주의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5 개정 도덕과 

교과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2015 개정 도덕과 교과서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4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그 중, 통일교육은 『중학교 도덕2』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단원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도덕과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４-2] 생활과 윤리 과목에 제시된 통일이 필요한 이유 

학교급 

(과목) 
출판사 통일이 필요한 이유 

중학교 

(도덕2) 
교학사28 

인도주의적 측면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 추구 

이산가족의 아픔 치유 

지리적 측면 
남한과 대륙의 연결 

물류비용 감소와 자유로운 육로 이동 

한반도 역사 계승 

                                            
28 황인표 외(2018b,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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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민족적 

측면 
동질성 회복으로 화합과 번영 추구 

경제∙문화적 측면 
남북한의 기술과 자원의 결하 

시장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 

세계 평화의 측면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 종식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 추구 

미래엔29 

인도주의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고통 해소 

보편적 가치 실현 자유, 인간 존엄성, 평화 구현 

민족 공동체 회복 
남북 간 이질화 극복, 동질성 회복 

전통문화와 역사 계승 

공동체 발전 
남북한의 경제적 발전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 선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 

교육30 

당위적 차원 역사적 정체성 회복, 민족 공동체 건설 

인도주의적 차원 평화, 인권, 보편적 가치 실현 

실용주의적 측면 국가 경쟁력 재고, 통일 편익 

비상 

교육31 

개인적 차원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삶 

향유 

보편적 가치 보장 

국가∙민족적 차원 

국가 역량 낭비 제거 

경제 규모 확장 

전쟁 위협 해소 

민족 통합과 문화 발전 

국제적 차원 
북한 인권, 핵 문제 해결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민족주의적 측면에서부터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보편적 가치’와 ‘민족’ 

관련 논의를 통해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29 정창우 외(2018, p. 129-131) 

30 변순용 외(2018, p. 197-199) 

31 김국현 외(2018, p. 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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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민족’의 전제가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민족주의’인지, 아니면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 그리고 정치적∙시민적 민족을 

강조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지 이다. 도덕과 교과서가 

전제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통일 관련 단원에서 ‘민족’ 

논의가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은 역사와 전통, 언어를 공유하는 한민족으로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동포

이며, 미래의 통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동반자이다 (…) 통일

은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 남북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전통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

시 이루어야 한다”(정창우 외, 2018, p. 114-116, 129-130). 

(통일은) “원래 한 국가로 지냈던 한반도의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를 지닌

다. (…) 통일 한국의 문화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것이어야 한

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

다. 아울러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포용할 수 있도록 열린 민족

주의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황인표 

외, 2018a, p. 125-129).  

“통일 한국은 분단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근대적 민족 국가의 

수립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통일 한국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제시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형성함으로써 분단 체제를 

종결하고 남북 간 갈등과 대결을 해소하며, 한민족 구성원 모두의 역량

을 결집해 발전해 나갈 것이다. (…) 또한 통일로 완성될 근대적 민족 국

가는 결코 폐쇄적 민족주의, 민족 중심주의(ethnocentirism)을 추구하지 

않는다. 통일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을 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

하게 될 것이다”(황인표 외, 2018b, p. 194-195). 

“그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단절된 채 살아왔다. 

따라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

존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다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음’도 존재한다는 동질감을 느낄 때 ‘우리’라는 민

족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의 다름은 어쩔 수 없이 인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변순용 외, 2018,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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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통일교육지침서』, 『2020 통일문제이해』와 마찬가지로 2015 

개정 도덕과 교과서는 ‘역사와 전통, 언어를 공유하는’ 우리 민족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전통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추구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현재 통일교육에서의 열린 민족주의 적용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 민족주의의 특징 중 ‘보편적 

가치’의 추구와 관련하여, 현 통일교육은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나아가 통일의 

미래상과 통일교육의 주안점에 이르기까지, ‘평화’, ‘보편적 가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통일 문제를 보편적 가치와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18 

통일교육지침서』에 이르러,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의 통일 서술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통일의 필요성은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 절의 ‘통일의 

본질적 속성’에서 다룬 바와 같이) 보편적 가치의 실현은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또한 현재의 

통일교육은 ‘평화’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한만길(2019)이 지적한 것 

처럼, “평화와 함께 다른 항목들이 여전히 병렬식으로 나열되고 있으며,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p. 

143). 

둘째, 현 통일교육은 열린 민족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다양성 추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열린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다양성은, 

다문화 시대의 통일 이념으로서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구성원들의 차이와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통일의 의미 및 통일 필요성과 관련된 통일교육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포함한 서술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1종에서 유일하게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포용할 수 있도록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마저도 “통일 한국의 문화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것이어야”하며, 동시에 “남북한 주민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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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열린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다양성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황인표 외, 2018a, 

p. 129). 또한 일부 교과서에서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종족적∙문화적 ‘다름’이 존재하는 구성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간직해온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이질화된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으므로 열린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다양성’과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은 객관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있다.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의 주관적 요소에 기초한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서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남북한의 

공통적 요소를 강조하는 서술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수천년 간 

공통의 전통과 문화 및 언어를 공유’한 ‘우리 민족’을 강조한다거나, 분단을 

‘남북간 동질성 약화’ 또는 ‘공통의 민족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 이외에도,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 및 ‘전통문화와 역사를 

계승’에 대한 강조는 전형적으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를 전제한 통일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통일교육에서 열린 민족주의의 이념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２. 열린 민족주의의 이론적 모순 

 

본 항에서는 열린 민족주의의 전제를 바탕으로 열린 민족주의가 지닌 

이론적 한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해결책으로서 고안된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 민족주의를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시도에 

해당한다(박성춘 & 이슬기, 2016, p. 88). 통일교육의 이념이 열린 

민족주의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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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며, 심지어는 양자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우평균, 2011, p. 72; 정순미, 2009, p. 146). 그러나 열린 민족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들 간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양영자, 2007, p. 26). 대표적으로, 정창우(2013)는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문화 윤리 교육32의 

성격 규정과 방향성 설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 주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소홀했음을 지적하였다(p. 541-560). 따라서 우리는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이론적으로 양립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양자가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되는 측면을 갖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항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양립될 수 있다’는 열린 민족주의의 

가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앞의 4장 1절에서 

다룬 내용들은 분석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은 단순히 ‘사회∙문화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록, 

통일과 통합의 개념 그리고 두 개념 간의 관계를 둘러싸고 연구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정의와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개념 정의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통일’과 ‘통합’ 개념은 그 의미뿐만 아니라 목적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 둘째,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 역시 서로 

구별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민족주의 연구들은 논의의 초점을 

민족주의에 맞춰왔는데, 이 때 민족은 주로 민족주의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개념의 정의상, ‘민족주의’는 특정 민족에 

대한 목표와 의지, 즉 지향성(志向性)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민족’ 그 

자체와 동일하지 않다. 셋째, 통일의 본질적 속성은 민족주의에 있다. 

                                            
32  정창우(2013)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위 규범을 평가하는 학문 영역을 

‘다문화 윤리학(multicultural ethics)’으로 명명한다(p. 539-540). 정창우는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도덕적 기획(moral enterprised)’으로 접근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도덕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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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통일교육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의 근거, 즉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실용주의적 근거’ 그리고 ‘민족주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필요성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실용주의적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동기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통일의 본질적 속성이 될 수는 없다. 반면, 민족주의는 민족의 자주 독립과 

해방, 그리고 통일을 추구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민족 분단의 현상을 

극복하려는 통일의 근본 이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열린 민족주의의 가정, 즉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양립될 수 있다’는 전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민족’을 

추구하는 것과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 민족은 

구체적으로 ‘○○민족’, ‘○○족’으로 표현되며, 한 사회의 구성원을 구분하고 

경계 지우는 단위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와 달리, 민족 그 자체는 

지향성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유지∙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상태나 정책 원리 또는 그 활동”(탁석산, 2004, p. 24)으로 정의되며, 

이는 통일의 근간이 된다. ‘통일의 본질적 속성은 민족주의이다’라는 명제는, 

바꿔 말해, 통일은 민족주의에 기초할 때에만 성립 가능한 개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은 민족주의의 토대 위에서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주의와 이를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에서도 ‘민족’과 

‘민족주의’는 구분된다.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은 학자들의 주안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소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손철성, 2008, p. 4) 이념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한 사회에 공존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적 접근을 의미한다. 과연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은 

통일교육의 토대인 민족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권과 사회 정의를 연구한 

Kymlicka(2010/2010)는 ‘사회고유문화(societal culture)’로 비유되는 민족 

문화가 다문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자유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Kymlicka는 그의 저서에서 ‘문화’를 ‘민족’(a nation)과 같은 의미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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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한 뒤, 사회고유문화를 민족 공통의 제도와 영토, 그리고 언어와 

역사에 결부되어 있는 민족 문화로 규정한다(Kymlicka, 2010/2010, p. 37, 

164). 여기서 그가 ‘사회고유문화’라는 용어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까닭은, 

그러한 용어가 민족의 “공유된 기억과 가치들 뿐 아니라 공통의 제도와 

관행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Kymlicka, 

2010/2010, p. 157-158). 그에 따르면, 사회고유문화는 전통과 관습에 대한 

공유된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고유문화의 특징은 개인의 

행동 경로가 지닌 중요성과 의미를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즉, 

사회고유문화가 포함하고 있는 민족의 전통과 관습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지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Kymlicka, 2010/2010, p. 170).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Kymlicka는 

사회고유문화가 사람들에게 “좋은 삶에 대한 관점을 선택할 자유를 

허용”하고, “그 선택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더 좋은 삶의 

계획을 채택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Kymlicka, 2010/2010, p.165).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민족’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적합한 단위”이며, 다양한 사회고유문화들을 상호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토대이다(Kymlicka, 2010/2010, p. 

216). 따라서, 다문화주의에서 민족의 단위는 부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적 선택을 가능케 하고 자아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민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Kymlicka, 2010/2010, p. 216).  

한편, Kymlicka는 직접적으로 사회고유문화의 부정적인 잠재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205). 그가 논하는 사회고유문화의 

‘잠재력’은 “인종문화적 및 민족적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가리킨다(Kymlicka, 2010/2010, p. 206). 이는 인종주의(racism),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민족 

문화에 대한 믿음과 가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그로 인한 차별, 나아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민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재현될 수 있다(Kymlicka, 2010/2010, p. 400). 이 경우, 

사회고유문화는 모순되고 복잡하게 분열된 집단을 양산하며, 또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의 맥락을 제공하지 못 한다. 비록, Kymlick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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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가 

사용하는 ‘사회고유문화의 (부정적인) 잠재력’은 민족의 의미를 넘어 

민족주의로 읽힐 수 있는 측면이 다분하다.  

Shiokawa Nobuaki(2008/2015) 또한 “민족의 틀 혹은 단위의 설정”은 

다문화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p. 139). 그러나 그는 만약 

우리가 특정한 민족 문화를 고정적인 단위로서 전제할 경우, 자칫 다른 

민족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p. 139). Shiokawa 

Nobuaki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경계와 민족의 경계는 일치하지 

않으며, 반드시 일치할 필요도 없다. 종족적∙민족적 연대가 아닌,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결집되어 

국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hiokawa Nobuaki, 

2008/2015, p. 89-90).  

Kymlicka와 Shiokawa Nobuaki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특정한 

민족에 대한 지향, 즉 ‘민족주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결합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다문화주의는 그것이 추구하는 이념의 원리상, 특정 민족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지향성을 거부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주의가 

민족주의를 추구할 경우,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주의를 

근본적 속성으로 갖는 통일교육’과 ‘다문화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에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시킬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가령, 

한국철학사상연구회(2013)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획일성을 본질로 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결합시키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둥근 사각형’과 같은 형용 모순을 초래한다(p. 91). “민족주의는 결코 

개방적일 수 없으며, 만약 민족주의가 개방적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p. 91). 이 뿐만 

아니라, 김동성(1996) 역시 열린 민족주의 개념은 한국 민족주의에 서구 

인식론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한 시도에 불과한 것이라 비판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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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욱(2005)은 열린 민족주의가 내용이 없는 레토릭(rhetoric)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법적 제도 역시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양립 시키려는 열린 

민족주의의 시도는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론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제３절 통일교육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의 개선 방향 
 

본 절에서는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 담론의 문제점을 고찰한 뒤,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통일교육에서 여전히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가 

포착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일상적 민족주의’로서 

한국의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이 강조되는 것 또한 통일교육이 일상적 

민족주의를 간과해온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으로서 민족주의 담론이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 

관련 쟁점으로서 민족주의 담론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교육은 이를 충분히 다루지 않음으로써 교육적 논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Billig(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가 ‘펄럭이지 않는 깃발(unwaved flags)’과 같이 

‘일상적(banal)’이며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삶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논할 

것이며, 후자와 관련하여 독일의 보이스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두 번째 원칙인 ‘논쟁성 원칙’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문제의 원인은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민족주의 담론과 관련된 통일교육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향후 통일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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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민족주의의 일상성 경계 

 

지금의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이상은 ‘열린 민족주의’로 

표현된다. 그러나 열린 민족주의의 적용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통일교육은 열린 민족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이상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남북한 

공통의 역사∙전통∙문화∙언어를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이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 통일교육에서 일상적 민족주의가 

간과되어 왔음에 주목한다. 통일교육에서 논의되어온 민족주의는 주로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이렇게 

거창하고, 눈에 잘 띄며, 예외적인 순간에 발현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은근하고 암묵적인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본 항은 이러한 민족주의의 일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민족주의의 현대적 양상을 분석한 Billig(1995)의 연구는 본 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열렬한 민족주의(hot 

nationalism)’가 아닌 ‘일상적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로서 삶에 깊게 

침투되어 있는 한국의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를 논하고자 한다. 

Billig(1995)에 따르면, 그동안 민족주의 개념이 이국적이고 열정적인 

사례들로 설명되어 온 탓에, 일상적이고 친숙한 형태의 민족주의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든, 침입으로부터 자국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든, 민족성(nationhood)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원되어 “정당한 민족성(right nationhood)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민족주의는 

주로 ‘위기’의 순간에 발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Billig, 1995, p. 1-3).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이데올로기는 현존하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국을 세우려는 게릴라나, 변방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회 운동으로 묘사되어, 곧 ‘이국적(exoti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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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지게 된다(Billig, 1995, p. 5). 즉, 이러한 민족주의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타자들의 소유물”로 간주된다(Billig, 1995, p. 5).  

그러나 Billig(1995)은 위기적 상황들이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들 사이에서도 틈틈이 민족주의가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것은 너무도 일상적이고 친숙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간과되어왔을 뿐이다. 특별한 주의를 끌지 않는 이 

민족주의는, 진부할 만큼이나 일상적이고 사소한 방식으로 민족의 믿음과 

가정, 관습, 실천 등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다양한 상징물들을 통해 매일 

‘우리’ 민족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고국을 상기시킨다(Billig, 1995, p. 6). 

Billig은 이것을 ‘일상적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라 명명한다. 사회의 

문제가 일어날 때 발현되는 ‘열렬한 민족주의(hot nationalism)’와 달리, 

일상적 민족주의는 “일상생활로부터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Billig, 1995, p. 

6, 43-46)33.  

Billg은 그의 저서 『일상적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1995)를 

통해 민족 국가들이 그들의 민족성(nationhood)을 지속적으로 

‘게양(flagging)’하고 ‘상기(reminding)’시키고 있음을 알린다(Billig, 1995, p. 

8). 나아가 그는 ‘일상적 민족주의’ 또는 ‘민족주의의 일상성’을 논하기 위해, 

‘펄럭이는 깃발(waved flags)’과 ‘펄럭이지 않는 깃발(unwaved flags)’를 

구분해 제시한다(p. 39-43).  

Billig에 따르면, 일상적 민족주의의 상징적 이미지는 의식적이고 

격렬하게 흔들어대는 깃발이 아니라, 공공건물에 은근하게 걸려있는 

‘펄럭이지 않는 깃발’과 같다. 그것은 제한되고 특별한 범위들을 넘어서 

전개되는데 스포츠나 TV, 신문 등 일단 게양된 깃발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펄럭이지 않는 깃발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illig, 1995, p. 

175). 펄럭이지 않는 깃발은 민족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민족적 

                                            
33  Billig(1995)은 민족주의(Nationalism)를 ‘banal nationalism’과 ‘hot nationalism’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banal은 한국말로 ‘진부한, 지극히 평범한, 따분한, 미지근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hot은 ‘뜨거운, 더운’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충현(2020)의 번역을 참고하여, 두 개념을 각각 ‘일상적 민족주의’와 ‘열렬한 민족주의’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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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continuity)에 대한 확신을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은밀한 방식으로 

전시하도록 하며, 또한 그것은 우리를 1인칭 복수로 호칭하고, 우리를 

‘민족적 고국(national homelands)’에 위치시키곤 한다(Billig, 1995, p. 10). 

이처럼 현대에서 민족성에 대한 관념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깊숙이 

배여 있다. 일상적 민족주의와 펄럭이지 않는 깃발은 결코 단순하거나 

솔직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Billig, 1995, p. 176).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쉽게 간과되곤 한다.  

Billig은 일상에 게양된 민족주의를 의식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경계할 

것을 주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구별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깃발이 잔잔히 펄럭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상적 민족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라는 것을 부단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상기당하고 있음을 잊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가 일상적 민족주의를 순진하거나 무해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상기물들(reminders)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구별되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이질성(foreignness)’에 주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Billig, 1995, p. 7, 175).  

이러한 논의를 통해 Billig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글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민족성의 깃발들이 게양되고 있다. (…) 그 결과가 어디로 이끌리게 

될지, 그것이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낼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남는다 해도, 우리는 민족주의의 과거 역사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조심스럽게 의심하는 습관을 고무하기에 충분할 

것이다”(Billig, 1995, p. 177). 즉, 그는 일상적인 삶에 각인된 민족주의와 그 

메커니즘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Billig의 연구는 통일교육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통일교육에서 ‘펄럭이는 깃발’과 ‘펄럭이지 않는 깃발’은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통일교육은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응당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의 ‘펄럭이는 깃발’로서 열린 민족주의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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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통일 관련 

단원에서 ‘단일 민족주의’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으며(박성춘 & 이슬기, 2016, 

p. 81; 양영자, 2007, p. 24),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남북한의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곧 기존 민족주의의 

비합리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통일교육원, 2016a, p. 9-

10).  

그러나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는 

여전히 은밀하게 구현되어 있다. 즉, 열린 민족주의라는 깃발 이면에 동일한 

혈통과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 민족’의 구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통일교육의 목표와 이념을 통해 제시되는 열린 민족주의가 눈에 

띄게 걸려 있는 깃발이라면,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서술과 맥락에 전제되어 

있는 민족주의는 은근하게 걸려있는 깃발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통일교육에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의 깃발은 여전히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는가? 이에 대한 본 연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Billig의 표현을 빌리자면, ‘열렬한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가 ‘일상적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이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한다고 

해도, 일상적 민족주의로서 ‘우리 민족’은 텍스트 곳곳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열정적으로 흔들리는 깃발들만이 민족주의에 해당하지 

않듯, 일상적이고 암묵적인 민족성의 게양 또한 민족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은 민족주의의 ‘게양’을 주로 열렬한 

민족주의의 범위 내에서만 고려하고, 또 비판해온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의 깃발은 열린 민족주의라는 깃발에 의해 쉽게 

은폐되어 온 것이다.  

Billig이 밝히듯, 민족주의라는 깃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게양될 수 있다. 

그 중,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는 하나의 텍스트적 깃발(textual flag)이 

된다(Billig, 1995, p. 174). ‘우리’라는 친숙한 정당화 절차(the familiar 

procedures of justification)와 그것이 나타내는 메시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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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Rorty, 1987, p. 42; Billig, 1995, p. 162에서 

재인용).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솔직하고 단순한 목소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어떻게 우리와 그들의 경계가 그어지는지, 어떻게 

그들을 우리의 경계 밖으로 내쫓고 있는지, 나아가 필요할 경우 우리의 

경계를 다시 지정하자는 그들의 목소리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지를 묘사하지 않기 때문이다(Billig, 1995, p. 48). 따라서, 

Billig이 역설한 바와 같이, 일상적으로 게양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깃발을 

우리는 낯선 시선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통일교육에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는 부정되는 동시에 교묘하게 공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필자는 Billig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비판해온 민족주의는 

주로 ‘열렬한 민족주의’와 ‘펄럭이는 깃발’에 한정된다. 둘째, 통일교육에서 

‘열렬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일상적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셋째, 따라서 통일교육이 ‘열렬한 민족주의’로서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해도, ‘일상적 민족주의’로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는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공동체가 남북한 공통의 혈연∙언어∙역사∙문화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가 아닌,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울려 퍼지는 일상적 민족주의 또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２. 민족주의의 논쟁적 성격 고려 

 

지금까지 통일교육 연구자들은 ‘한국 민족주의의 현실’과 ‘다문화 

사회의 요구’ 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이들은 ‘한국 민족주의’가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역설해왔으며,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새로운 이념으로서 

‘열린 민족주의’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왜 정작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열린 민족주의의 이념이 반영되지 않는 것일까? 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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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의 이론적∙실천적 한계가 발생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연구는 그 이유가 통일의 논쟁적 주제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열린 민족주의를 비롯한 민족주의 담론 

자체를 통일의 중요한 쟁점으로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통일교육의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통일교육이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를 더욱 깊게 성찰하지 않는 데 있다. 열린 민족주의, 

나아가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을 통일교육의 이념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념’과 실제 

‘교육’ 간의 괴리는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열린 민족주의의 문제는 그것이 

지닌 이론적∙실천적 한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민족주의에 대한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통일 쟁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동서독 통일 이전에, 서독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념이다. 1970년 초반 당시, 

서독은 보수-자유주의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고, 내부적으로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었다. 첨예한 정치적 대립은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연방제였던 서독은 각 정당이 장악한 주마다 교육정책이 

다를 정도였다. 정치교육 역시 정당의 당파적 이익에 따라 종속되어 

있었으며,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는 늘 정치 교육과정이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 r politische 

Bildung Baden-Wü rttemberg)의 원장이었던 Schiele는 정치교육 교수법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행사의 전 과정을 

기록했던 Wehling은 토론회 참가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는데, 그것이 지금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로 불리고 있다(장은주 외, 

2019, p. 17-20).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교화 금지 원칙이다. ‘강압 금지’로도 불리는 이 원칙은,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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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라는 이유로 학생과 학습자들을 제압한다거나 그들의 자립적인 판단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심성보 외, 2018, p. 64). 

그러나 여기서 교화 금지는 “모든 내용을 아무 제한 없이 가르칠 수 

있다거나 모든 정치적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김병연, 2019, p. 311).  

둘째, 논쟁성 원칙이다. 이는 ‘논쟁성에 대한 요청’ 또는 ‘논쟁 재현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병연, 2019, 

p. 324). 이는 첫 번째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논쟁적 사안으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논쟁적 주제와 가치를 교실에서 다루지 않을 때 학생들을 

‘정치적 문맹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교화∙주입”을 금지하는 제 1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심성보 외, 2018, p. 

146). 특정 이념과 주장에 맹목적으로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첨예한 논쟁들을 교실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이해관계 인지 원칙이다. 이는 ‘학습자 이익 상관성 

원칙’ 또는 ‘학습자 중심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놓인 상황을 분석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하고,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내용을 다룰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하며, 학습자의 실제 삶의 조건과 이익과 연관되는 내용이 교육 내용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병연, 2019, p. 313; 심성보 외, 2018, p.  

158). 

간단히 말하자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는 한편,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며 학생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교육 

이념인 것이다. 당시 이 원칙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를 

피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원칙을 잡는 것이었다”(심성보 외, 2018, p. 63).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라 독일은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심각한 이념 

대립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정치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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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동서독 통일 이후 오늘날까지 “성공적인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번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심성보 외, 2018, p. 24). 

최근 통일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고하기 위해, 통일교육에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적용을 제안하는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김병연, 2019; 심성보 외, 2018; 장은주 외, 2019). 대표적으로, 

김병연(2019)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통일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첫 번째 

원칙인 ‘교화 금지’와 관련하여, “당위성에 근거한 통일 논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의미에서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통일교육과 그것의 성취 기준이 

“보다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327). 

그리고 ‘논쟁성 원칙’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이 “사회적으로 논쟁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논쟁에 참여하는 가운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연, 2019, p. 327-328). 이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이해관계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 문제가 “학생 개인의 삶과 

분리된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학생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사고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동시에 학습자가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거나 논리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p. 328). 

본 연구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 중, 사회적∙학문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들을 수업에서도 다뤄야 함을 강조하는 ‘논쟁성 원칙’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34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기존의 

통일교육은 다양한 주제에서 비판적으로 논의 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통일의 당위적 접근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통일교육 

연구자들은 “통일의 당위를 미래 세대에게 일반적으로 전달, 전수하는 

                                            
34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핵심은 ‘논쟁성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학문적 차원의 

논쟁이 수업에서도 다뤄져야 함을 강조하는 제 2원칙은, “교사에게는 ‘교화 금지’를 요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해관계 인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심성보 외, 201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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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교육”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도 낡았다”고 

지적하였다(장은주 외, 2019, p. 16). 신중섭(2018)은 통일을 강조할수록 

통일로부터 멀어지게 되므로, 통일을 내세우지 않는 통일교육이 필요함을 

논하였으며(p. 309), 박성춘과 이슬기(2016) 또한 통일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며, “통일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150). 나아가 연구자들은 통일교육이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통일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종현, 2016, p. 125).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통일교육의 당위적 접근을 비판해 왔는데, 특히 

장은주 외(2019)는 통일교육이 통일을 당위적 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교육에서의 논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또는 논쟁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p. 53).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제 2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존의 통일교육이 

학문적∙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민족주의와 관련된 첨예한 논쟁들을 통일의 쟁점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통일교육이 교육적 ‘논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논쟁성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현재의 

통일교육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과목에서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할 것을 

성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교육부, 2015, p. 45),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역시 교육과정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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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3] 생활과 윤리 과목에 제시된 통일 관련 쟁점 

학교급 

(과목) 
출판사 통일과 관련된 쟁점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천재교육35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통일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주로 통일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 

따라서 통일의 비용 문제를 논의할 때는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 

“오늘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 연합 회원국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에 대해 국제 사회와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상교육36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통일로 얻을 수 있는 편리함와 이익”인 

통일 편익과, 통일을 위해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양식 등을 통합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인 

통일비용, 그리고 “남북 분단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지출 비용”인 분단 

비용 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존재한다 

북한의 

인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은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국제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대북지원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인도적 측면, 동포애를 

전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민족 당위적 측면,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실용주의적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로 대북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35 변순용 외(2018, p. 198-199) 

36 김국현 외(2018, p. 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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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 관련 쟁점은 

①통일비용과 분단비용, ②북한의 인권 문제, ③대북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통일 문제에 있어 이와 같은 쟁점들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37  남한이 ‘다문화 사회’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한 공통의 혈통∙언어∙문화∙역사를 강조하는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는 과연 타당한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과 

남한 체제 중심의 통일, (…) 건전한 안보관이 무엇이냐는 논란 등” 통일 

문제와 관련된 논쟁적 사안들은 이보다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장은주 

외, 2019, p. 196).  

통일과 민족주의는 서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기존의 

민족주의와 비교했을 때 열린 민족주의가 갖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 모든 

논의를 포함하여 우리는 통일 개념에 내재된 민족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의와 고민을 생략한 결과, 열린 

민족주의의 경우와 같이 이념과 실천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며,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있어 혼란과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양영자(2007)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이 모종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으나 둘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부족”하며,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 다문화교육과 (…) 

(통일교육)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p. 26). 

양영자와 비슷한 관점에서, 정창우(2013)는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정립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에는) 이러한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37  김병연(2019)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이 통일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최종 목표는 통일 필요성 인식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p.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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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윤리적 성찰을 위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를 안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p. 533). 더 나아가 정창우(2013)는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탐색하기에 앞서, ‘민족주의에 대한 요구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p. 554). 요컨대, 

“도덕적으로 양가적”인 민족주의는 반드시 도덕적 정당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민족주의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답은 

“한국 문화와 민족정신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순혈주의와 혈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단일민조주의, 

자문화중심주의 등(…)은 결코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창우, 2013, p. 555).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앞서 정창우(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에 대한 도덕적 성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학생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에 수용적이고 이해도가 높은 

시민을 기르고자 함인지, 아니면 주체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함인지 통일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김병연, 2019, p. 326). 여기서 보이스텔스바흐 합의의 제 

2원칙은 통일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통일교육은 논쟁성 원칙의 의미를 

되새겨, 학문적∙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통일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통일의 중요한 쟁점으로서 

민족주의 담론을 포함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과 

민족주의 이념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자신의 입장을 채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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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결   론 
 

본 논문은 민족주의와 관련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이념 

설정과 관련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의 딜레마 논쟁을 살펴보고, 

그것의 해결책으로서 등장한 열린 민족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통일교육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열린 민족주의의 한계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통일교육에 있음을 지적하고,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 2장에서는 통일교육과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론적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민족주의의 일반 담론과 구별되는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그 특징을 논했다. 1절에서 민족주의의 기원과 유형을 

살펴본 뒤, 2절에서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특징을 

다뤘다. 민족주의의 일반 이론으로 간주되는 서구의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의 구성 요소와 민족주의의 출현 시기에 따라 민족주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민족주의 일반 담론에서는 민족주의의 

유형을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로 이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2절에서는 민족주의 일반 담론과 구분되는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1906년을 전후하여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된 민족주의 개념은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시대적 이념으로 호출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첫째, ‘전근대 기원설’에 기초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둘째,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강화된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셋째, 한국 민족주의는 분단 이후 

남북한 정치 권력의 정당화 수단으로 동원되었으며, 넷째, 통일의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해왔음을 밝혔다. 3절에서는 통일교육의 세 가지 이념인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평화주의를 살펴보고, 그중 민족주의 이념은 

통일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통일의 실천적 동력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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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에서는 통일교육 이념의 딜레마와 그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열린 

민족주의를 살펴보았다. 통일교육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해온 민족주의 

이념은 남한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족주의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위험성’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통일교육의 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딜레마’로 표현해 다뤘다. 

1절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필요성’과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대두’로 인해 통일교육 이념의 딜레마가 등장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2절에서는 딜레마 논쟁과 관련된 두 가지 입장, 즉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를 각각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통일교육 이념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 열린 민족주의를 분석하였다.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다양성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시민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개념임을 논하였다.  

제 4장에서는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문제를 고찰하고 나아가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분석에 필요한 개념들을 사전 

검토하였다. 통일과 통합, 그리고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을 서로 구분하여 

통일의 본질적 속성은 민족주의임을 밝혔다. 2절에서는 열린 민족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문제를 각각 다뤘다. 먼저, 통일교육에 서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통일교육에서 열린 민족주의가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일교육은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서 남북한의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고, 또한 남한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통일 문제를 

서술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양립될 수 있다’는 

열린 민족주의의 전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민족’의 단위를 인정하지만, 특정 민족의 가치와 신념을 추구하는 

‘민족주의’는 거부하므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양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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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3절에서는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 담론의 문제점을 고찰한 뒤,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앞서 제시한 열린 민족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통일교육에 있음을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지적하였다. 첫째, 한국의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재생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주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민족주의를 상정하고 비판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민족주의는 그러한 ‘열렬한 민족주의’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상적이고 친숙한 형태의 민족주의가 일상에 엄연히 존재한다. 

통일교육에서 ‘열렬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일상적 민족주의’로 

이어지지 않은 탓에, 통일교육의 목표와 이념을 통해 열린 민족주의가 

표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해도,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서술과 맥락에 

‘일상적 민족주의’로서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통일의 쟁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 담론이 

사회적∙학문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와 관련된 첨예한 

논쟁들을 통일의 쟁점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통일교육이 논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생략한 결과, 열린 민족주의와 같이 이념과 실천 간의 괴리가 발생하며, 

이는 곧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혼란과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민족주의와 관련된 통일교육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교육은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의 일상성을 경계해야 한다. 일상적인 민족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남북한의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이념을 통해 보여지는 열린 민족주의에 의해 쉽게 

은폐된다.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공동체가 남북한 공통의 요소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가 아닌,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 또한 존중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에 

각인된 민족주의 또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둘째, 통일교육은 

논쟁적 주제로서 민족주의 담론을 포함시켜야 한다. 독일의 보이스텔스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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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논쟁성 원칙과 관련하여, 사회적∙학문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들은 

통일교육에서도 다뤄야 함을 논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 

중요한 쟁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채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통일과 민족주의의 

깊은 관련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민족주의 일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담론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통일교육 연구에서 민족주의는 주로 비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연구자들 또한 통일교육이 민족주의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족주의 일반 담론에 입각하여 

통일교육의 민족주의 이념을 검토했을 때, 그것은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본 논문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양쪽의 근거를 각각 

다뤘으며, 특히 그 근거들을 민족주의의 일반 담론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자 

했다. 나아가 통일교육과 관련된 민족주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민족주의 

담론이 통일의 논쟁적 주제에 해당하며, 이러한 민족주의의 논쟁적 성격을 

통일교육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둘째, 통일과 민족주의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시도하였다. 민족주의가 

비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통일 

교육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통일교육 연구자들은 민족주의가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민족주의가 ‘왜’ 통일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논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통일과 민족주의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족주의는 통일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며, 통일은 민족주의의 토대 위에서 성립 가능한 개념임을 

밝혔다. 이러한 민족주의와 통일 및 통일교육 간의 관계 파악은, 향후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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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를 지닌다. 현재 통일교육의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는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통일교육 내에서 열린 민족주의 이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기존의 민족주의와 비교했을 때 그것이 갖는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여타 학문 분야와 

통일교육에 진술된 열린 민족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린 

민족주의의 전제와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열린 민족주의의 

전제와 특징을 바탕으로, 통일교육과 관련된 열린 민족주의의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도출하였다. 열린 민족주의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통일과 민족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통일 담론에서 

민족주의가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한 연구들은 있어 왔지만(김영명, 2002a; 

민경우, 2007; 박호성, 1997; 이경무, 2018),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과 

민족주의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일과 민족주의의 관계를 ‘본질적 

속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과 통합,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민족주의의 토대 위에서 통일 

개념이 성립 가능함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해,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요소를 통해 통일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통일교육 연구는 민족주의와 통일의 

관계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민족주의에 대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교육연구로서 보다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판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민족주의 이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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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본 연구의 시도가 기존 

통일교육 연구의 통념과는 다른 내용들, 가령 ‘통일은 민족주의의 토대에서 

가능한 이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배제한 통일교육은 불가능하다’거나 

‘열린 민족주의가 전제하는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의 양립 가능성은 이론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더 많은 논증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민족주의와 관련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사상이나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교육의 논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대안이 

또 다른 ‘열린 민족주의’를 생산하게 된다면, 결국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 

담론의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록 통일교육의 비판적 

고찰과 개선 방향의 제시에서 그치고 있으나,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통일교육에서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통일교육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앞으로 통일교육은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통일교육은 민족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가? 본 연구가 이러한 고민과 논의를 시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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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mportance and limitations of 

nationalism as the basic ideology of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way to improve unification education is proposed. Existing 

studies on unification education regard nationalism as a negative and 

dangerous ideology. Therefore, they argue that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pursue open nationalism as opposed to a nationalism ideology that 

emphasizes homogene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existing studies. First, they do not fully 

address the issue that nationalism is an ideology that has not only negative 

and dangerous influences, but also positive influences as well. Second, they 

do not clearly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fication and nationalism. 

Without a full explanation,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argument that we should 

move away from nationalism and find an alternative for unification education.  

A clear definition would also lead to understanding why nationalism, despite 

the criticism, still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unification. Third, 

previous studies have not critically examined open nationalism. Open 

nationalism, presented as a rising ideology for unification educ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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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a new solution for conflicts between 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Nevertheless,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n exact definition of 

open nationalism and how it differs from nationalism. Moreover, previous 

studies fail to grasp that the concept of open nationalism is derived from the 

compatibility between 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and also how this is 

in fact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Therefore, this study address issues of nationalism in relation to 

unification education and to present a problem in this education. Furthermore, 

it aims to show a possible method to improve the current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se purposes, open nationalism was analyzed as an 

important element for reviewing the status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diagnosing its problem.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first analyzed nationalism 

debates conducted on unification education, in which both reasons for and 

against nationalism-based unification education can be found. This revealed 

that nationalism is a controversial subject in unific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nationalism as ‘an essential property’ for 

unification. For this end, a clear distinction from ‘unification’ and ‘integration’ 

was given, as well as ‘nationalism’ from ‘nation.’ This analysis on nationalism 

revealed that unification must be founded on nationalism.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open nationalism. 

Analysis shows that open nationalism assumes compatibility between 

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because it pursues both political and civic 

nationalism as well as diversity and universal values. However, the current 

unification education cannot sufficiently and concretely reflect this even 

though it regards open nationalism as its central ideology.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presumed compatibility is in fact impossible 

because it is merely a theoretical contradiction.  

Furthermore,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limitations 

to open nationalism is unification education. The existing unification 

education has overlooked the daily life of nationalism (banal nationalis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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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es ethnic and cultural hom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Also, 

unification education has not sufficiently addressed the debate of nationalism 

a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unific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future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from the problems occurring in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cautious of nationalism being 

explicitly revealed through its goals and ideology (as ‘hot nationalism’ and 

‘waved flags’) and the tacit and everyday forms of nationalism (as ‘banal 

nationalism’ and ‘unwaved flags’) that are inherent in the concrete description 

and context of unification education. 

In addition,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able to deal with socially and 

academically controversial topics.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especially be 

able to reflect the controversial nature of nationalism in the content of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argued that 

unification education needs to escape from the arguments for pros and cons 

of nationalism ideology. This study also argued that, based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unification and nationalis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nationalism is handled in unification education and how to handle 

nationalism inherent in unificatio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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