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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석(朴燦奭)
*

1)

남북한은 2000년 남북 정상의 6 ·15 남북한 공동 선언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 남한 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혼돈 그 자체이다. 다양한 사회적 인식

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은 평화와 안보의 두 개 자대로 이루어지는 향방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

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흡수 통일, 자유 민주주의로의 통일 방안은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내의 보수 세력을 설득하지 않은 남북한 정부 및 민간의 접촉은 남한 사회 보수층의 의혹을 가

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보수적 시각이나 진보적 시각을 아우르고 수렴하는 대화와 실천을 이

루려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바탕에서 통일교육은 남북한 이해 교육, 교육 수요자의 미래 지향적

안보교육, 보편 지향적 민족교육을 주요한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주요어 :통일교육, 안보 환경, 통일의 힘, 민족 교육, 시민 교육.

I . 들어가며

남북한은 6·15 공동 선언을 하며, 통일 전망과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

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한 분단을 극복하기 어려운 우리 남한의 내부 적 논의 수렴이 조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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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기저에는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통일에 대

한 전반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부류부터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많은 실향민의 정서와

분단의 상징인 휴전 상황에 대한 반공적 정서들이 망라되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

양한 입장은 정리되어야 하며, 새로운 통일 중심의 사고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이 속에서 통

일교육의 방향은 평화교육과 안보교육의 두 개 자대로 이루어지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통합

적인 논의로의 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남북 모두의 변화에 중심을 두는 진보적인 입장과 분단의 극복을 위한

원칙을 북한의 확실한 태도 변화에 강조점을 두는 보수적 입장들 간의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시

각 차이를 조정하는 논의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관련 정책이나 운동 그리고

교육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보수와 진보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충족시키면서 강화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간의 공유된 의식을 갖는 남남대화와 협력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병행하여

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통일교육은 그 동안의 통일 과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한국 사회 재통합의 기본을 학교나 사회에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통일교육은 분단된 남측 대한민국에서만 실시하는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학계나 교육자들은 북한 및 통일에 대해 우리 사회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

다. 그러한 노력들은 일련의 대화를 통해 갖추어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서를 마련하고, 그 내용

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21세기의 남북한 통합을 향한 통일교육은 그 동안의 통일 논의들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한계성을 극복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의 다각적인 논의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항상 변모하는 환경에 대해 포괄적이며, 전체론적(holistic)인 구조로 이루

어져야 한다. 통일의 힘(power)은 우선 남북한 민족의 행동의 의연함에서 실천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흡수 통일, 자유 민주주의로의 통일이라

는 통일 방안은 북한을 더욱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한

정부나 민간 통일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들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이나 금강산 관광에서 시기 상조라는 입장

과 성사시키려는 시행착오들이 얽혀져 있다.

원론적으로 우리의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적 사회를 추구해 나가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통일의 미래에 염두에 두고 있다(통일부, 1999). 그러나 실천적으로 남북한 통합을 추진하는 의도

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공식적인 통일교육이 추진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국내외 통일환경의 혼돈 속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4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적 이념적 지향에서 벗어나야 북

한의 인민 민주주의적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의 혼돈을 더 증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은 이념적 갈등과 남남갈등을 화해로 할

수 있는 남북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대북 안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동북아 정세를 파악하고 준

비할 수 있는 교육 수요자의 미래 지향적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한 안보교육이 요구되며, 올바른

민족적 정서를 위한 보편적 민족 교육적 내용이 서서히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Ⅱ. 통일교육의 방향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관점이 양분되어 있다. 탈냉전 시대에 냉전적인 사고로 보

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을 때 학생들의 통일의지는 조성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반공주의나 그에 대한 저항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박했는지를 생각하여

야 한다.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에 서있지 않는 반공주의의 영향을 받

은 사람들인 보수주의자들이나 이에 반발하는 저항 이데올로그(ideologue)를 자극할 뿐이다. 즉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만이 얽혀져 있는 인식의 매듭을 풀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대와 상황

에서 만들어진 보수주의자들의 대북 반발 의식은 통일 여건을 급진적으로 조성하려는 진보적 통

일론자들을 동조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통일론자의 이상적인 논의가 현실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을 올바르게 지향하는 길에는 단선적이고 직설적으로 보수적 인식

에 대해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남북한 관계 개선의 조급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통일 회의주의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통일교

육을 교수 학습 내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일련의 변화된 남북한 상황 속에 통일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그 위상을 찾지 못하는 것은

통일교육을 보는 관점이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할 것 없이 남북한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

다는 것이다. 그러한 민감한 반응은 통일교육의 지속과 개혁이라는 교육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

지 않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남북 통합을 계속하여 나가는 과정에

서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반공 교육이나 반북 교육 그리고 의식화 교육이나 자본주의 교육

의 극단적인 방법을 벗어나야 한다. 통일교육은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통

용될 수 있는 남북 통합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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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육은 남북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잘 발휘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잘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일교육의 위상은 우리만 잘 사는 교육으로 북한의 공산주

의자들을 제거하는 교육이 아니고, 우리의 보수주의자들만 제거하고 진보적 인사들로 구성되는

교육으로 설정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제 통일교육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개선이나 전망에 대해 다루어져야 한다. 그 동

안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한 통일교육은 교육에 대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 논

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다 명확히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가 시도되어

본격적인 남북한 화해와 협력 시대를 전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오늘날 통일교육의 의미가 궁

극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향하는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교육 (통

일부, 2000 : 9)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많은 현재의 난맥적 남북한의 상황이나 남북한 정치 경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은 교실

에서 사회에서 적용해 져야 한다.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북한의 변화에 민감할 필요도 없고 남북

한 통일과 북한의 인식에 대한 논쟁에서도 흥분할 필요는 없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있어서의 귀납과 연역의 방법론이 요구된다. 우선 연역적인 방법은 현재 통

일교육이 그 용어 자체 통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는 실천력을 갖게 할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일 지상주의적 문제에 집착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접근은 귀납적인 입장에서도 출발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통일에

목적을 두고 전개되기보다는 선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 동안의 분열과 반목

을 극복하는 대안을 통일교육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시간 낭비적 결과

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통일교육은 학생들이나 피교육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귀납의 원

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장동진, 1997 : 109- 111). 통일교육을 귀납적 입장에만 선다면 지나치게

이념 교육적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이러한 연역과 귀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양자의 방법론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과 움직임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통일교육의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 환경에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창조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연역과 귀납을 병행하면서

더욱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으며, 교수자들의 방향성을 국한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가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움직임에 의해 통일교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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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 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의 방향이 요구된다.

1. 과정으로서의 통일 지향

그 동안 반공교육과 통일안보교육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통일교육은 반공으로 형성된

국민정서나 통일에 대한 반발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입장은 보다 차분하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은 인식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주장이나 정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보다 진보적인

내용인 민족 평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입장에서 과정으로의 통일이 강조되는 내용성을 가져야 한다. 남북 정상 회

담이후 많은 사람들은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면적인

변화만이 통일교육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대북 안보적 측면이 무

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양자의 입장 모두 결과적인 통일에만 집착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

반된 인식 속에서의 동일한 집착은 객관적인 상황과는 별로도 주관적으로 인식하며 결과주의의

정서를 반영한다. 통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통일문제가 학생들에

게 가르쳐져야 한다. 즉, 북한의 실상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이념적, 실질적 접근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된다.

북한과의 갑작스런 통일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논리는 통일 비용의 과대라고 말한다. 그

러나 통일비용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90년대 동구 공산주의의 붕

괴이후 동독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에 의해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현실은

이와 같은 고민을 깊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남북한은 당사자간의 전쟁 피해와 갈등의 폭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다른 방향으로 선택할 여지가 많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최소한 북한이 남한에 비해 2배정도 잘 사는

생활을 유지하였다. 수치적으로 2배였지만 그 사실을 당시에는 알 수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

다. 우리 사회는 그 당시 북한이 잘 사는 것을 알려는 그 자체가 국가 보안법이나 반공법에 해당

되는 중죄인으로 취급당했다. 당시 남한의 사회는 피폐하고 지금 북한처럼 강력하게 믿을 수 있

는 통치이데올로기도 없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러한 북한에 대해 우리 남한 사

회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을 강조하였다(박명림, 1999).

그러나 당시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은 북한의 제의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상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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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 의한 통일이나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통일 준비론만을 강조하였다. 국민정서 또한 북한의

입장을 공개했더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통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더 통일할 수 없었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

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처럼 통일 비용은 결과로만 통일을 인식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다. 많은 학자들은 남북한 관계를 확고한 분단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이종석, 1998). 이종석은 분

단구조로 보면서 분단 해소가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세계 체

제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로 볼 수 있다고 하여 남북한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대칭적인 남북한 경제 교류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남북한 관계에 있

어서 점차 전면적인 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중요한 것은 비대칭적인 남북한 경

제 교류를 우리사회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도 의문점이다. 따라서 이종석의 논리는 분단으로

인하여 분단에 기생하는 많은 인사나 기관이 자생력을 가지게 되었고, 남한 사회이든 북한 사회이

든 분단으로 재생산된 상황으로 분단체제를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60년대 당

시 우리사회가 북한 사회와 대결로서 자본주의를 이끌고 나간 것은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통성

의 의미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북한은 분단 구조 속

에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김일성 민족의 대의를 가지고 버티고 있다. 북한의 자체 분열 조짐은 보

이지 않는다.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분단 비용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남북 분단

의 역사성과 갈등의 정도를 무시한 오류인 것이다.

결국 통일비용은 그 비용에 대한 입장보다는 현실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배울 수

있는 단편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걸릴 줄 모르는 시간 속에 있는 통일을 하나 하

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대비교육이나 통일이후교육으로 통일

교육을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구분은 기초적인 남북한 교류의 과정에

있는 현실을 지나치게 호도 하는 경향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하나 하나 과정

을 생각하는 통일교육의 명실상부한 기초과정이 요구된다.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북한과 의사 소

통을 이제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도 보수적인 인식에

대한 염려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보편적인 입장의 민족주의를 성립시키는

과정으로의 통일이라는 이해와 설득의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남북한 이해교육으로의 지향

통일교육은 북한 이해 교육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배울 수 있



국내외 통일환경의 혼돈 속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4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게 하는 논리가 전개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 이해교육이 통일교육에 수용되어야 한다. 1990년대

초의 북한 바로 알기 운동으로 계속 확산된 북한 이해 교육은 상호적인 객관적 인식을 제대로 파

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어느 국가 사회이든 그 국가 사회가 표방하는 입장으로 일상적인

국민 생활을 조율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미화된 북한 이해나 지나치게 편협한 북한 이해는 그 실

질적인 검토에 있어서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북한 이해 교육은 통일에 관여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할 수 없는 교육의 질을 보이면서, 북한에 대한 피

상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들이었다. 이제 남북한 사회를 가감 없이 볼 수 있는 통일교육 표준 강

의 교재 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재 통일부, 교육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일치된 입장에

서 협의하면서 통일교육을 접근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표준교

재 로 나타난다. 이러한 작업들로 통일교육은 우리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북한을 이

해하는 내용으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 사회는 북한의 실상을 우리와 단순 비교하는

차원을 넘어 심층적으로 어떻게 더불어 살아 갈까로 파악하는 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남북한 이

해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나 민간 부분에서 이전보다 활성화된 통일교육 접근의 하나는 북한 이해교육이다. 이 교육

은 통일교육의 지나친 시간적 확대해석을 막아주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할 것이다. 소위 우리식대

로 사는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하는 것은 남북한 교류와 협력 시대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

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아무리 민족통합의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상황과 심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실 속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비교 우위적 입장에서 북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잘못 설정된 통일교육의 방향성은 우리 사회에 비해 북한이 못산다는 것으로 우리사

회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 없이 북한을 흡수하려고 서두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북

한의 언어에 대해 생경함을 느낀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 사회는 북한 언어의 저급함으로 소극화

(笑劇化)한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문제점을 내포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에 비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리로 북한에서의 생활을 단답형으로 묻는 것보다는 북한과 남한 사회 언어의 다름을

다양한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의 수없이 많은 자료도 북한에 대한 우

월감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북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통일과 북한에 대해 관심을 유발하려

는 의도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올바른 민족 통합의 문제제기를 생각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보다 많은 북한 자료가 공개되어져서 학생들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동화나 소설 그

리고 고전이나 사회제도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남북한 사회를 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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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나 비교하면서 민족 통합을 염두에 두는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우리 사회의 제도나 북한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남북한 분단 현실의 반영과 궁극적인 민족 통합을 위한 교육은 그 현실과 대안을 제대

로 반영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가칭 남북한 이해 교육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여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인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위원

회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교재나 방송, 신문 등과 공조하여 민족 통합

적 취지를 실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 경험 세대나 전후 중-장년 세대는 통일에 대한 평화적 인식의 시각에서도 다른 사회를

사는 듯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후 중-장년 세대는 통일에 대한 평화적 인식이 다소 위험스럽

지만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서

로 본다. 그러나 전쟁경험 세대는 전후 중-장년 세대의 인식에도 불만을 표하며, 통일에 평화적

인식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다. 남북한 분단 상황은 아직도 탈냉전적 사고와 냉전적 사고가 공존

하는 비동시적 경향을 보인다. 그 속에서 남북한 이해 교육은 우리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북한을 바라보는 현실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통합을 희구하는 민족 통합 시간에 대한 서두름을 이유로 해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우리 내부에서 거부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실질적으로 남북 통합을 강조하면서 남북 화해의 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문제 접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 대한

우월적 인식 속에서 북한을 바라본다면 그 자체로 북한 이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 자체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

는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한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반감이나

낙후함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이해 교육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

사회의 포용 정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개선할 점을 파악하는 남북한 통합 교육의 성격을 갖추어

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안보교육으로의 지향

안보교육의 새로운 인식은 통일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는 내용은 안보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현 정부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대북 경계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진보적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북 협력의 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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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과 2001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안보교육의 실시를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 화해

의 상황에서도 우리 나라의 국방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되었다. 그러한 내용이 통

일교육에서는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근거가 타당한 이유는 우리 나라의 국방 예산 증가는 현

재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진보적인 인사들에게 정부의

통일 의지를 의심받게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북아의 상황과 현실적인 국방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임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이는 그 동안 통일교육의 안보적 내용에서 북한에

만 고정되어 실시된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만들 것이다. 그 동안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면 국방비의 확산이 필요 없다고 말하여 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국방비

비교를 보면 우리의 국방비는 미군의 비용을 제외하고 북한과 대등 내지는 추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리영희, 1999 ; 함택영, 1998).

이러한 대북을 겨냥한 입장에서 안보교육을 실시하다보면 북한을 능가하는 국방 예산을 통일

지향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이중적인 안보인식은 안보의 위협적인 요소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가능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동북아의 안보 정세를 인식시키는

안보교육에서 가르쳐져야 한다. 이 두 과제는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안정시키면서 안보 교

육을 실시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즉,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는 안보 교육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인식으로만 상정되는 북한관과

크게 차이가 없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휴전선일지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일

수는 없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처럼 어느 때보다도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가 추

가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막연히 튼튼한 안보가 남북 화해를 만들 수 있

다는 식으로 통일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이외

우리 사회 내부의 지역갈등, 빈부문제, 동북아 정세에도 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보다 치밀한

의미에서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위상을 제대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통일교육의 안보교육 내용은 북한만 경계하는 소극적인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

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 다민족 국가에서의

분리운동 등 패러다임적 변화를 목격하였고, 국내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격한 통일 운동

의 분출, 금융 및 산업 전반의 경제적인 재조정 단계에 따른 국가 위기 등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

다. 이 속에서 국내 환경은 포괄적인 안보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통일 환경은 구호나 음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정부와 민간 단체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다.

우리 국방비의 예산확대는 북한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

본의 군사력은 대단하다. 우리의 국방비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군

비 확산을 최소한 따라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교육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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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입장에서 북한만을 겨냥한 훈련이나 교육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

으로 군대나 민간 그리고 학교 통일교육은 대북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유지

하게 하는 평화교육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2000 : 68- 69).

이상과 같이 통일 교육은 과정으로의 통일교육, 전체적인 구도로서 남북한 이해 교육과 안보

교육의 인식 확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기존의 중앙 중심

적인 통일교육의 형태에서 변화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아직도 통일의 열기로 전면적인 사회의 변

화를 요구하는 세력이나 그에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로

통일교육의 방향을 지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Ⅲ. 통일 교육의 과제 및 해결 방안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실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아직도 통일교육에 대한 보수적인 입

장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보수적 인사들의 협조와 냉전적 시각

에서 중도적 인식으로의 변화가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속에서 통일교육의 활

성화는 통일교육의 난맥과 혼란을 조정하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지나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에서 반공교육을 받았던 수많은 사

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에 반하는 의식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살고 있다. 각각

의 일관된 입장으로 남북한 문제를 바라다보는 단선적인 이해보다는 복합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나 실천의 파급력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나 악화는 통일이나 남북 문제

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통일교육은 객관적으

로 남북 및 국제 환경을 이해하려는 외부적인 요인을 비중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통일교육의 개

선은 상당한 대북 관계의 진전과 남북 정상 회담 이후의 남북간의 상당한 모임과 의견 조정에 따

라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앞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통일교육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급변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우리의 경우 경제의 어려움과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에 대한 반감을 강화할 수 있

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저자세는 보수 세력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남북한 상황에서 보수 세력은 통일교육의 목적성에 의구심을 갖고 북한에 대한 반감 입장

을 축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 세력은 정부의 민족 통합 자세를 더욱 강하게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속에서 통일교육은 분명 이전 보다 풍성한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의 양상을 보

이고 있지만, 통일교육 원래 목적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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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서 강화하여야 할 것은 과정적 통일, 남북한 이해교육, 새로운 안보교육, 민족 교육적 입장

을 지향하면서 남북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은 신뢰와 이해 속에서

기초로 하여야 한다. 결국 통일은 우선 남쪽에 살고 있는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우리의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1. 민주적이며 절차적인 논의에서 통일교육의 흐름 조성

2000년도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에 평화 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

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통일부, 1999).

이러한 입장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에 존재하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동질화시켜 나가면서, 궁

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의 의의와 민족 통합의 실천적인 과정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학교 통일 교육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통일·안보 교육과 마

찬가지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교육 현장에서는 엄연히

존재하였다 (박찬석, 1999).

1980년대 중반 이후 통일 교육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부각되었다. 이 입장은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한국교육개발원, 1999 : 15). 또한 이 시기의 통일 운동은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기존의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학교 현장

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1992년을 전후하여 남북한 정부간에 남북 기본 합의서나 6·15 선언은 통일 교육이 민족 통

합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통일 교육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대

안적 내용 체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통일 교육의 새로운 경향은 인간의 보편적 가

치를 지향하는 민주화의 노력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기인한다. 통일 교육의 새로운 경향은 북

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이러한

경향은 남북한에 존재하는 이념적 대립과 체제적 대립을 인정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이념적,

체제적 융합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통일 교육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 보다 자유 민주주의의 우

월성을 견지하면서 북한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교육의 새로운 경향은 기존의 인식

에 반발하여 80년대의 소위 비판적 통일 교육 1)으로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통일 교육은

1)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 중심의 통일 교육에 대한 논의와 다른 의미의 대안적 혹은 비판적 통일 교육에

대한 접근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발상은 6·25 전쟁에 대한 시각 차이, 북한 인식의 차이 등에서 극

명하게 나타난다.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파악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판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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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한국의 분단을 보는 입장에 있어서 기존의 냉전적이며 편향적인 우파적 사고에 반발

하여 대안적인 입장에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은 아직도 학교 통일 교육의 목표와 내

용 체계가 보수적 인식의 반공·안보·안정의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이러

한 시각은 통일 교육이 학교의 전반적인 보수적 성향에 매몰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통일 교육 활

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 주도의 통일 대비 교육과 통일 이후 교육에 대한 논의는 국민적 통일 논의를 조성하는 노

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 구성

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은 부록 형식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그래

서 비판적 통일 교육은 전반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사회의 갈등 요소를 포

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나 사회에 있어서 자율적 의사 소통, 왕따

및 인권 문제의 적극적인 개선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 교육은 학생들에게 우리 남북한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 방법

을 모색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통일 교육을 통해 남북한 사회의 분단을 인식하고 그 분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를 실천하여야 한다. 사회

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의 과정을 계속 가져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들의 통일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내용이나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합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을 부각시켜야 한다.

2. 민족관과 세계관을 조화하는 민주시민교육 내용 확대

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 민족 통합을 위한 작업의 기초이며, 우리 시대의 남북한 교류나 통일관

을 진작시키는 시대 정신의 함의를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학생

들은 통일을 향한 마음을 학교 통일 교육의 프로그램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세구 외,

1999).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하였나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극심한 대화의 부재 속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의 단절을

대화의 시작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학교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정신적인 기둥인 반공 대결 이데올로기와 성장 이데올

로기의 결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외형적으로는 학교 스스로 민주 시민적 실천이 가능한 공

동체를 꿈꾸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통일 교육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통일교육은 학생들

의 관심과 대화를 통해 재구성되는 내용을 새로운 교육적 모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일 교육은 좌파적 사고와 우파적 사고에 대한 새로운 재조명으로 자리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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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은 전반적인 통일교육의 교육목표가 통일교육으로서의 실질적인 남북화해와 남남대화

의 틀을 만들어 가는 편이다. 이에 우리 사회는 국민적인 융합을 기초로 한 교육목표를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다. 통일교육 교육과정은 이 속에서 패러다임의 부재 및 국민적 통합의 한계를 인

정하는 속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제 통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

곡들의 연속과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는 길인 것이다. 바로 적확한 교육목표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은 현재의 모습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첫째,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은 전반적인 교과에서 다루어지지만, 그 역할이 애

매하다는 것이다. 실제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교과는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의 체계적 접근은 통일을 이룰 세대인 학생들에게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교 통

일교육은 초·중·고에서 바른생활 , 도덕 , 윤리 , 사회 , 국사 , 국어 등에 망라되어 전

개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통일교육은 북한의 언어, 사회, 경제, 문화, 이념을 객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교사교육부터 제대로 성립되어야 한다. 일 예로 들면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도

하여야 할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의 통합적 교수기법이나 자료집이 수시로 배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은 이념적인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 강화를 뛰어 넘는 체제 포용적인 새로운 지

평이 요구된다. 우리 민족이 21세기 통일을 이루는 전환기적 사고를 가지려면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한만길, 1994 : 166- 174).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과정의 편성으로 통일교육은 학

생들의 흥미를 얻기 어렵다. 실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은 중요성과 미래적 전망을 지니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 통일 교육은 체제 대결로 인식되던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입장

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입장이 더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북한의 언어, 실제나 정치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는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에서 그 내용이 채워지

고 있다. 이 내용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부여해 주는 과정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

로 학교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은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나 특별활동, 진학, 고민거리 등을 알

게 하는 데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일관된 남북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

래서 북한과 통일문제를 이해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로는 한시적인 통일 목표를 추진하기에 급급

하다. 이러한 추진은 학생들에게 통일과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호전적인 의식이나 냉소적인 태

도를 가지게 할 공산이 크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상의

내용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통일교육과 민족교육

의 접목,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가

능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다. 분단의 상처가 엄연히 남아 있는데 학생들은 통일문제를 정치적인

수사로만 인식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중요한 화두는 학생들에게 남북한이 한민족임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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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식을 부여한 곳은 가정과 학교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현실적

인 민족문제를 잊고서는 우리의 통일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음을 학생들에게 주시시켜야 한다. 따

라서 강요에 의한 교육을 통한 반공교육이나 의식화 교육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반공 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족의 일부를 타도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여 주며, 의식화 교육은 의식과 존재를 지

나치게 협소화 하여 사고의 자유로움을 막는 경향을 보인다. 의식화 교육의 한계를 말하는 것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리영희 교수의 행적에서도 볼 수 있다. 독재 사회에서의 의식화는 시대의

올바른 반영을 위해 노력한 산물이라고 하지만, 그도 90년대 이후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조광조

의 논쟁적인 개혁보다는 이황의 대안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리영희, 1999). 이처럼

의식화 교육도 이 시대에는 대안적 사회 발전적 요소를 지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족문제에

대한 의식은 지나친 이념적 맹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편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게 평화적인 요구나 소수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민족관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남석, 2001).

3. 혁신과 반성 그리고 절차 중시

우리 사회가 남북통합 시대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남북한

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북한 사회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

교육은 새로움의 시도나 변화에만 치중하는 것이 상당한 진통을 보일 것이다. 변화하여야 할 것은

바뀌어야 하지만 전면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 내부의 또 다른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변화와 지속적인 내용은 혁신과 반성 그리고 절차를 중시하는 가운

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통일교육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 과정

은 보수와 혁신의 갈등으로 과도기를 충분히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의미있는 통일교육으로 거듭

날 것이다. 일 예로 통일교육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갖는 사람들의 통합을 향하는 통일교육 교육

과정의 진척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평화의 정착을 위해 평화교육에 중심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 실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립적 인식들을 포용하는 입장

이 중요하다. 아직도 북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들을 설득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의혹

을 실제적으로 풀어 가는 방법으로 갈등 해소의 입장이 전개되어야 한다. 보수 세력의 논리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교육 논의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과정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 논의는 반대 세력과 주도 세력 간 서로의 입장을 전개할 수

있는 평화의 정착 노력 속에서 통일 문제가 의미있게 되는 것이다(구영록, 2000). 그리고 우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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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북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불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대처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줄이고 우리 사회에서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질

적으로 북한에 대해 이해하는 차원에 있어서 감정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비관적인 입장에 대해 경

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이 작업은 혁신적인 변화에서 오는 혼란이나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불안정한 이해보다는 포용적인 입장에

서 서도록 하는 내용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된다면, 통일교육 교육과정은 급조된 정

책이나 대책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건실하게 조성된 통일 교육은 안정적인 상태에

서의 통일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정부나 민간 단체 그리고 국민들

은 북한에 대한 경각심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육의 내용은 그 기초적인 인식에 있어서 호혜 평등의 입장과 국내 보수 세력의 안정을 심화할 점

진적인 방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교육의 과제는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좌·우의 대립에 따른 역사적 규명이 시

도되는 과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한 사회는 상당한 개인적·민족적 희생을 감수하

여야 했다. 실질적으로 민족적인 자존심에 멍을 들게 한 6·25 전쟁, 이산 가족 문제나 남북한에

있는 체제 비전향자들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에 대해 일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 분위기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즉, 통일 문제나 통일교육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반성적 의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의미에서 통일 교육의 과제는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상당한

설득력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통일 지향적 성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

북한 현실을 변화하는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통일 교육은 민족 공동체 교육, 민주 시

민 교육, 국가 안보 교육 차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확고한 인간적인 입장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의 신념에서 통일 교육의 지향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Ⅳ. 앞으로의 학교 통일교육 적용방안

통일교육은 그 자체가 평화와 화해 그리고 절차를 중시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전제로 강화되어

야 한다. 이제 당위적인 내용만으로는 학생에게 통일의 의지를 강화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통일

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통일교육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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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교과서나 학생 활동에서 부지불식간에 알 수 없었던 민족, 평화, 통일, 인권의 이야기를 하

는 내용이 찾아져야 한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 회의를 품는 학생이나 교사들은 통일에 대한 생

각을 재정리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남북한의 불신에서 벗어

나 통일의 길로 서서히 가는 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이제 명실상부한 참

다운 민족 화합과 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통일 조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름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은 교과별이나 재량활동 등을 통해 찾아보자.

1. 도덕과

7차 교육과정에서 질적인 통일교육이 보강될 수 있도록 2000년에 개발된 중학교 2학년 및 고

등학교 1학년 도덕과 교과서 개발진과 통일교육 관련 학자는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 2의

경우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에서 금강산 관광의 학생 기행문이나 체육교류 등의 기사 등

통일의지를 부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고 1의 경우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에서 남북한 학생들이 통일 이후에 겪을 문제와 해결 방법을 현실적으로 기술하게 하여 통

일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초·중등학교에 맞는 도덕과 통일교육 보조 자료

를 개발하여 북한의 인민학생이나 고등중학생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도덕과 통일교육의 내용은 교내 시험이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대학입시 논술시험에 반영되

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덕과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통일교육에 대한 수능시험 출제나 과

정평가 시도는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주요한 척도로서 작용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통일교육

의 문항을 객관적인 북한의 지식과 사실, 통일의지, 생활문화 중심의 교육내용을 강화하는데 주효

할 것이다.

2. 국어과

국어과 통일관련 내용으로 학생들의 통일염원의 글이나 북한의 국어 정책과 소설 글에 대해

문화적 측면을 담아야 한다. 교육부와 교과서 집필진들은 북한의 원전 속에서 민족 문화적인 내

용에 대해 보다 과감하게 수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은 통일 관련 내용이나 민족 관

련 내용이 나오면 그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별책으로 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교과서에서는 통일관련 내용을 글의 소재에서 응용하도록

한다. 중학교의 경우는 남북한 전래 동화나 구전, 시나 문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민족 이야기

나 통일을 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북한의 청소년이나 주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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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글이나 수필을 다룰 수 있는 내용 보강의 노력이 요구된다.

3. 사회과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인간과 공간(지리 중심적 이해-북한의 지리나 실제 생활), 인간과

시간(역사 중심적 이해-신라, 고려의 통일의 교훈 강화, 현대사의 분단 역사 강조), 인간과 사회

(일반사회 중심적 이해-북한의 사회에 대한 이해)로 구분하여 나타난다. 사회과는 그 내용 체계

에서 통일교육 내용 반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사회과에는 북한의 인민학생의

사회생활이나 주민생활 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중학교 사회과에는 6차 교육과정에서 반영된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의 부분을 유지하면서 현황의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 비교가 객관적으로 시도되

어야 한다. 고등학교 사회과는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올바른 북한 이해와 통일 미래의 인식을 강

화하는 내용 보강이 요구된다.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일반선택과 심화선택 과목에서의 통일교

육 내용을 강화한다. 예를 들면, 일반 선택 과목 중 시민 윤리- >북한의 사회에 대한 이해 및 민

족통합을 위한 시민의 역할 강조, 인간 사회와 환경- >북한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주민 생활에 대

한 이해 순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심화 선택 과목 중 사회문화는 남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속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항일 투쟁사나 민주주의, 민족주의 실천 역사, 북한의 현대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 민족 분단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과 남북한 분단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심도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과정의 내용에 북한 현실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는 법적인 조치가 요청된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다루는 것도 실정법 위반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적 장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4. 교사들의 각성과 논의 구조 활성화

현재 많은 내용의 교과서 진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과정에 알맞는 통

일교육의 프로그램이나 범교과적인 통일교육이 수업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준교재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교사부터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관을 정립하고

통일교육에 임해야 한다. 6.15선언 이후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변

화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들이 이곳 저곳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일교육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할 교사들에게서 탈냉전적 사고방식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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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비교적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지

금까지 교사들이 받은 초·중·고·대학교육, 북한과 통일에 관해 매스컴을 통해서 받은 간접적

인 교육은 반공일변도의 교육이었다. 그것을 알게 모르게 배웠던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

정에서 통일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적이며 냉소적인 시각을 지니게 되었다(이

종두, 2001).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교사,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교사, 민족통일과 개인의 일상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주관이 없는 교

사가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변화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 민족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주변 평화체제 구축 등 새로운 통일교육방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열린 사고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교사가 아이

들 앞에서 당당하게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통일교육의 효과가 나

타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통일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과거

통일교육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업내용의 이념성을 문제삼아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일

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전개하는 교사에게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각종 특

수자료에 대한 취급권한과 자료접근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5.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방법 실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시하면서 얻어지는 통일에 대한 성과는 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추상적인 국제 안보와 인간 안보까지 다루는 노력이

실천될 때, 우리 학생들이 보수적 인식과 진보적 인식들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은 각자의 정서와 수준, 능력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쉬운 것부터 먼저 적용

해 보고, 그때 그때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일교육의 올바

른 방향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다양한 교수-학습기법을 통일교육에 적용하

여 아래 방법들 이외의 효과적인 통일교육방법의 고안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이종두, 2001).

통일교육 내용은 북한 이해,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미래, 민족교육적 측면, 민주시민교육적 측

면, 평화교육적 측면을 망라한다. 현시점에서 어느 통일 관련 학자도 통일의 과정을 완벽하게 구

체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통일지향의 목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삶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우리

의 삶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그 개선점을 찾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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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일교육 교수 - 학습활동의 이해

북한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
개인별

활동

집단탐구

활동
활동중심 난이도

북한학생에게 엽서 ·편지쓰기 ○ 학생 하

그림그리기(통일시화그리기) ○ 학생 하

마인드맵 그리기 ○ ○ 학생 하

나의 주장쓰기 및 말하기 ○ 학생 하

십자퍼즐만들기 ○ ○ 학생 중(하)
통일퀴즈(문제만들기, 골든벨) ○ ○ 학생 상(중)
신문활용자료집(NIE) ○ ○ 학생 중

통일신문만들기 ○ ○ 학생 상(하)
공익광고만들기 ○ ○ 학생 상

노래가사바꿔부르기 ○ 학생 중(하)
통일역할극 ○ 학생 상

통일영상극 ○ 학생 상

북한자료집(포트폴리오)만들기 ○ 학생 중(하)
탐구 보고서 쓰기 ○ ○ 학생 중(하)
학습지활용 토의발표하기 ○ ○ 교사/학생 상(중)
문화이해지 수업 ○ ○ 교사/학생 상(중)
영상자료활용 수업 ○ ○ 교사/학생 중(하)
북한 통일게시판 설치 운영 ○ 교사/학생 하

게임활용수업 : 통일윷놀이, 북한민속놀이,
OX퀴즈, 빙고

○ ○ 교사/학생 상(중)

통일 훈화 ○ 교사 상

통일 예화 활용 수업 ○ 교사 상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교사 상

통일반 운영 ○ 교사/학생 상(중)
통일동아리 운영 ○ 학생/교사 상(중)

각종행사 참여 : 불우이웃돕기, 탈북난민돕

기 캠페인, 통일캠프, NGO활동, 기아체험

24시 등

○ ○ 행사참여 상

참조 : 이종두(2001).

Ⅴ. 결 론

통일교육은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이룰 수 있

는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한 닫힌 사고는 남북한의 복합적인 체계 질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 교육의 실제

적인 내용이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교육이 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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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많은 학생들을 고가치로 부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에는 남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한의 현재 사회현실, 청소년 문화, 문화 분

야에 많은 관심을 둘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도입되어야 한다. 통일 교육의 내용은 개방적 실험 정

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바탕에서 통일 교육의 내용은 건전한 시민의 통합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통

일 교육의 내용이 편향된 보수적 인식 구조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진다면, 설령 남북 통일이 이루

어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국민적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 교육에

서 논의되는 교육적 시사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 환경의 조성은 궁극적

인 통일의 주체인 시민의 참여와 역할이다. 그 시민들은 궁극적 남북 통합의 논의를 가속화하며

객관적인 민족문제 접근의 의미를 부여받는다(Langton & Stuart , 1990 : 297- 310).

통일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서독 통일에서 보여준 심리적 장

벽을 극복한 길이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혼란기의 통일교육에서 다시 한번 생각

할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룰 세대인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비판적이

며 민족 통합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주적 성품, 민

족적 각성, 인류애를 갖는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인권,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긍심을 교정하면서도, 전환적 사회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통일교육은 그동안의 통일 논의들에 대한 수렴과 합일점을 모색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앞에서

밝힌 학교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통합적인 관점은 학교와 사회의 통일교육에서 실현되

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한 보수적 성향의 인사나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은 통일교육의

최종점인 통일, 평화 그리고 민족의 통합을 이루려는 입장의 교육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북한과 통일을 논의할 우리 사회의 준비이며, 대국적인 견지와 능력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남북한은 통일로 향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불안해 하면서 진척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 우리 사회의 판단도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민족 통일의 그날까지 계속 거듭나고 계속 행동의 의연함을

실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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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rection and Task of Unification Education Under
the Present Internal and External Unification

Circumstances

Pa rk, C ha n-Se o k
*2)

South and North Korea held the first summit meeting last year . "The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gave a blueprint for Korea's unification and was a turning point in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Yet we have difficulty in establishing peace.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mong the Republican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servatives in Korea

over the North Korea' s missile programs. A lot of Korean people are skeptical about the

return visit by North Korean leader, Kim Jung-Il. They think that the plan may help the two

Koreas reach peaceful reconciliation, but they apprehend that it may cause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 groups and progressive ones.

Many people criticize that Kim Dae-jung government is too soft in dealing with the

North and haste a good relation between south & north koreans. I don't think that Kim Dae-jung

government will dialog with the opposite leaders on the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ssues. This

also applies to unification education. Only some of school teachers show interest in Korea's

unification. The reason is that we still hold the conservative way of thinking about North Korea

and that we fail to reach a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So external circumstances, especially

U.S.' North Korea policy tend to be a dependent variable in divided Korea.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give South Korean people a vision on reconciliation with the

N. Korean people and lead Korea to one unified state. So specialists in unification education

must give national conviction to people that the unification is indispensable and realistic. They

ought to help them critically understand the reality of North Korea. All unification debates

must be open to the general public. Unification itself must be achieved by the peaceful n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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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ower. So specialists in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teach both students and our people

to live their life for peace, security, and the brighter future of Korea despite internal and

external obstacles in the path of national unification .

Key Wor ds : Uni f i ca t i on educa t i on, Secur i t y envi r onment , Power of uni t y , Nat

educa t i on, Di t i zenshi p educa t i 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