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교육의 이념적 지향 
민족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최 문 성 (진주교육대학교 조교수) 

1 . 셔론 

1-1 문제 제기 

1945년이래 우리 민족은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 40여년간 서로를 최대의 적으로 간 

주해 왔다. 평화적 공존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일은 다분히 관념상의 것으 

로서 머나먼 미래의 일로만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다‘ 통일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탈냉전과 경제의 세계화-개방화라는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 

역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통 

일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Chung ， 1992)이같은 현 

상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脫冷戰의 新國際移序의 도래 등 국제환경 

의 지각변동적 변회{오기평， pp. 15-3 1.)와 동서독의 통일 및 남북한간 국력의 

격차이다.(이상우， pp. 309-319.) 즉， 현존사회주의의 몰락과 이에 따른 탈냉전 

으로 특정지워지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그간의 남한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국 

내외적 힘의 역관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동서독의 갑작스러운 통일은 한반도 통일에의 관심과 낙관론에 결정적 

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손호철， pp.752-753.) 즉， 현실 사회주의 국가 

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해결하였거나 정비한 체제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가 전 지구적으로 전일화하는 추세를 목격한 

* 본 논문은 1996년 민족통일연구원 학술지원비에 의해 연구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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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자본’ 이 북한에 접근 교류하면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김진균， p.3 1.) 

한마디로 당위만이 아니라 실제적 가능성 속에서 통일을 논의하고 대비해야 

하는 때가 도래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통일을 위한 또는 통일에 대비하는 교 

육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지난 몇 년간 교육 과정의 개정에 관 

한 심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학에 

서의 통일 교육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김광련， pp. 

1-2.) 학문의 장으로서 대학 교육의 주요 사명의 하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 

고 전파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현실 세계는 특수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편적 진리는 역사적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및 체험 

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학 교육의 일부로서 대학 교과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을 의미하는 대학 통일 교육도 상황적 특수성이 부과하 

는 구속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우리는 통일이라 

는 민족적 당위를 앞세운 나머지 민족주의를 만병통치약처럼 취급하고 통일방 

안의 우월성 논쟁에 몰두하는 반면 민족주의가 지니는 한계 및 문제점을 예상 

하고 분석하거나 통일교육론에 비교적 소홀했다고 하겠다 모든 통일논의의 

핵심은 통일방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국가 교육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용옥， 상권， p. 11 1.) 

이 글의 목적은 탈냉전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라는 정치이념을 남북한 통 

일의 정치이념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한 체제가 한국전쟁에 의한 

분단의 ‘최종 봉인’ 이후 근 40년간 적대적인 사회 체제하에서 ‘민족주의의 독 

점’과 상이하고 적대적인 이념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통일에 있어서 정치이 

념적 측면은 다른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최문 

성， 1995 ， pp.69-7 1.) 여기서는 통일교육의 이념체계 중에서 민족주의를 비판적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민족주의가 후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것은 여전히 세계사회의 불가결한 것으로 남아 있는개 민족주의는 낡고 불필 

요하며 날로 강해지고 있는 국제주의를 위하여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단지 한국 민족주의가 통일의 최우선적 이 

념으로 부상하는데는 몇 가지 전제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을 밝 

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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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일의 의미 및 통일 교육의 변화 

(1) 통일의 의미 

통일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통일은 분 

단 전의 단일한 단일 생활권을 회북하는 것， 죽 국토의 통일을 의미하며， 정치 

적 측면에서는 복수의 통치권이 존재하는 상황을 종식시카고 단일 정권을 수 

립하는 것， 곧 국권의 통일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생활 양 

식과 의식의 동질화， 즉 민족의 화합을 의미한다(민병천， pp. 11-14.) 

‘민족의 통일’이란 이제까지 서로 상충되는 사상과 체제하에서 상호 적대적 

대립 관계 속에 살아왔던 사람틀의 집단이 서서히 또는 갑자기 뒤섞이는 과정 

을 의미한다. 즉， 통일이 된다는 것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다르게 살아왔던 사 

람들이 더불어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 

들이 함께 더불어 살게 될 때，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틀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다. 민족 통일의 유일한 가능 

성은 서로 다른 문화 체계와 사고방식에서 살아 온 사람들을 하나의 진정한 민 

족으로 재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즉， 전체 한민족을 재교육시켜 정치적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요컨대， 

민족 통일은 두 개의 다른 정치 문화 속에서 살면서 분단되어 있던 민족을 하 

나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가진 정치적인 민족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인 것이다. 

(김영수， pp. 50-5 1.) 

이러한 통일의 의미는 그 자체가 역사성을 갖는 것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해방 직후 통일은 외세로부터의 해방을 돗하는 자주권 해방 운 

동의 성격을 띠었고， 남북한 각각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분단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통일은 상대방 정권을 불법 단체로 각기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타도하 

고 실지를 회복하는 무력 통일을 의미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통 

일은 남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으며， 80년대 중반 이 

후 또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남북한간 상호 이익의 도모는 물론 생활 

양식과 의식의 동질화를 통한 민족 통합의 의미가 덧붙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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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의 변화 

이상과 같은 통일의 의미 변화와 발맞추어 통일 관계 교육의 명칭도 방공 또 

는 반공 교육， 멸공 교육， 숭공 교육， 안보 교육， 이념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변 

화되어 왔으며， 민족 화합의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통일 교육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었다. 

이와 같은 명칭 상의 변화를 겪어 온 통일 교육의 전개 양상은 통일의 의미 

변화에 상응하여 해방 이후 70년까지의 단계로서 극단적 반공 교육의 시기， 70 

년대 초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단계로 남북한 관계에 平和共存의 논리가 도 

입된 시기， 8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단계로 이른바 ‘탈냉전의 

통일 교육’의 시기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pp. 10-12.) 

평화공존의 논리가 도입된 시기에도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목표를 규정 

한 제3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310호， 1973. 2. 14) 및 제 4차 교육과정(문교부 

령 저11442호， 1981. 12. 31)은 여전히 통일보다는 안보를 강조하였고， 북한을 적 

으로 간주하고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공존 논리의 밑바탕에는 여전 

히 반공의 이념이 강하게 놓여 있었다. 탈냉전의 통일교육시기인 1987년에 채 

택된 저11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7-9호， 1987. 6. 30)은 반공 교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통일과 안보를 동시에 강조하는 통일·안보 교육이라는 용어를 전 

변에 둥장시키고 1992년에 새롭게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2-16호)에서는 통일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통일 관련 교육은 1)남북한간의 관계(긴장 또는 화해 정도)， 2)국제 

정치 정세， 3)한국의 대북한 정책 둥과 같은 변수들의 상호 작용에 따라 변화의 

폭이 결정되었고， 구체적으로 정부의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하여 학교 교육 과정 

에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김광린， pp.4-6.) 

II. 통일교육의 이념적 지향과 민족주의 

2-1.통일교육의 이념적 지향 

통일원은 1995년에 간행 배포한 통일 교육 기본 방향이라는 제목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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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교육 단계별 통일 교육 목표에 관한 나름의 기준을 권고 형태로 제시 

하고 었다. 이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통일 교육 단계에서 강조되어야 할 목표 

또는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공산주의 체제와의 비교， 남북 

한 사회 비교)， cz>통일의 조건과 장애 요소，@통일의 절차와 방안에 대한 이해， 

@통일 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5)통일 후 국가 양태에 대한 신 

념 퉁이다. 그리고 대학 통일 교육은 유아 및 초·중·고퉁학교 단계에서의 통일 

교육을 마무리하고 정리 종합해 주는 과정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4년 평화 통일 교육 연구 위원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한 논문은 대학 통 

일 교육의 목표를 대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철학에 대한 신념을 확 

산하고，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하며， 분단 및 통일 

에 대한 지식과 통일 실현의 지혜를 배양함으로써， 장차 통일 대업의 책임 있 

는 역할 담당자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송영대， 김광린， pp.8-9 

에서 재인용.) 

그리고 통일교육의 내용은 초둥학교의 경우 분단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통 

일조국의 미래모습， 평화통일의 방법，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의 항목이 있고， 중 

학교의 경우 민족분단의 원인과 배경， 민족꽁동체의 번영의 항목이 있으며， 고 

등학교는 우리나라의 통일문제， 민족통일의 조건， 통일이후의 전망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런데 이들 교과목의 구성 내용이 상호모순되는 목표(민주주의와 민 

족주의)와 이중 상행동포이면서 적)에 의한 명확한 인식의 결여로 통일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과 민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상당수 있다. 

2-2.민족주의의 기원과 과제 

(1) 개냄 

민족주의와 같은 개념틀은 이데올로기로서 표현되고 착용한다. 그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즉 논리적으로 분리되는 신념들과 태도들을 모아서 종종 그 

것들 밖의 어떤 것과의 관련에 의해서 그 신념과 태도들을 단일체로 융합시켰 

다.(E.Kameka， p.43.) 사실상 오랫동안 예언된 민족주의의 종말은 요원하고， 실 

로 민족됨은 우리 시대 정치생활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며 정당한 가치이다. 

민족에 관한 과학적인 정의를 내렬 방도가 없지만 민족이라는 현상은 존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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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존재한다.(앤더슨， p. 17.)인간은 “집단성에로의 욕망Drang zur 

Kollektivitat) "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민족은 집단성에로의 욕망이 벚어내는 

한 산출물”이다. 자기 민족에 대해 취하는 행동은 그 의식 수준에 따라 “개인 

존재의 민족적 피규정성이 의식되지 않은 채 그저 받아들여질 뿐인 상태 “의 

식의 先 形式(Vorform)으로서의 민족감정" 그리고 최종적인 형태로서 “민족적 

자기 주장의지의 계기로서의 자아 의식 또논 생동하는 의식"(안정수， pp 

82-83.)으로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문명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인생의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열망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며 근대의 정치적 

진화의 가장 의미심장한 사실(Kohn， 1 장)이다. 즉， 민족주의는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박종철， pp.7-13.)으로 민족 

이라는 단위를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 이념 체계를 뜻한다. 

남북한은 분단의 구조를 비정상적 · 비민족적인 현상으로 규정하고 민족 통 

일을 지향하는 강한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 냉전 체제의 규정을 

강하게 받았던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극단적으로 왜곡되었다. 남북한 주민은 

모두 ‘같은 민족’에 속하지만 동시에 다른 쪽은 ‘반민족 집단’이라는 모순적 규 

정을 유지해 왔다. 민족주의는 남북한 모두가 내세우는 이념 체계였지만 실제 

로는 자기 체제의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체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그런 점에서 국가와 체제의 논리가 민족주의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 

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특히 민족이 공통의 역사와 집단적 

기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할 때 남북한의 근현대사 서술상의 차이는 심각 

한 의미를 내포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포섭과 배제， 

통일 지향과 차별화 지향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냉전체제의 붕괴는 남북한 민족주의의 내용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다주고 있다. 냉전 체제하에서 불가피했던 체제 이데올로기의 성 

격을 벗어나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공존과 통합을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 

한 사회가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발전 

을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세계 체제의 붕괴 현상에 따 

른 국제적 고립화와 폐쇄성을 보다 강화하게 됨으로서 남북한의 이질성이 심 

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지배층이 강요한 체제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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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적 성격에서가 아니라 각 사회의 체제와 불가피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적 

인 차이를 내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으나 그러한 고립적 

민족주의는 이미 세계 체제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남한 사회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며 남한의 개방적인 민족주의는 현체제의 북한 사회로서는 

역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이다 결국 민족주의적 가치도 그 자체로서 절 

대 선일 수는 없다. 국제화의 흐름에 주체적으로 대웅하면서， 사회 발전의 동 

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민족적 이익을 중진시킬 수 있는 탄력적 개방적인 민족 

주의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박명규， pp. 390-392.) 

(2) 기원 및 기능 

대개의 경우 민족은 그 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 접촉을 훨씬 뛰어 넘는 대규 

모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적 결합의 매체는 현실적 구체적이기보다는 

관념적 신화에 의존송}는 경향이 있다. 민족은 상상의 정치공동체(imagined 

p이itical community)로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직접 알거나， 만나거나， 들어본 

적도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같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기꺼이 상상하는 데 

서 만틀어진 가공의 정신적 산물이다.(Anderson : 1983, p. 15.) 즉， 근대적인， 지 

극히 근대적 인 민족주의(Hayes ， p. 29.)는 민족들이 자의식 에 눈을 뜬 것이 아니 

라， 민족이 없는 곳에 민족을 발명해 낸다.(Gellner ， p. 169.) 그러나 민족 공동체 

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발휘할 수 있 

는 위대한 힘 때문에 간과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노태구， p.30.) 

민족주의는 민족에 관한 프로그램의 신화와 실체를 혼합하고 있는 사상이 

다. 민족주의가 민족에 관한 신화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것을 단순한 허위날조， 

거짓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족주의가 만들어 내는 상상과 발명， 

창조 등은 보이지 않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으 

로 작용한다.(노태구， pp. 3-4.)공동체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툴이 민족을 

형성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민족을 형성한 것처럼 행동할 때에 민족은 존 

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민족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앤더슨， p.2 1.) 

이러한 민족은 역사적으로 불변하는 고정된 집단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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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상의 산물 또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허구적 구성물도 아니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유동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지만 분명한 사회적 실체를 

지닌 집단이며 그것이 주체가 되어 근대 사회를 추동해 온 주요한 사회 세력의 

하나이다.(박명규， p.386.)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은 가족， 마을， 지역， 왕조 등 일반적으로 말해 자기 

가 출생한 세력 집단에 대해 개인이 타고나면서부터 지녀왔던 충성심을 보편 

적인 의미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 이 과정은 그를 통해 서구의 고전 

적인 국가 내에서조차도 20세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 주민이 아직 민족으로 

탈바꿈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과정이었다. 다른 한 

편 이러한 추상적인 형태의 통합은 다시 특수한 공동체， 즉 민족에만 해당될 

뿐이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철두철미하게 인위적인 성격을 지녔다. 민족은 

자연적으로 성장한 언어 공동체와 혈통 공동체로 멋대로 날조되었으며， 동시 

에 여러 가지 유형의 이야기들을 통해 역사적인 운명 공동체로 멋대로 구성되 

었다. 집단적으로 밖을 향해 견지한 민족적 독립은 안에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 

를 실현하기 위한 보호막처럼 보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생 체계를 

토대로 해서만 민족이 지닌 야누스의 얼굴이 해명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야누 

스의 얼굴 때문에 오늘날도 민족이 문제가 될 때면 서로 다른 두 해석과 대립 

적인 두 정치적 진단들이 등장한다. 분단된 국가의 경우 민족통일의 완성이란 

논의의 여지없이 전적으로 정당한 목표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분 

단된 민족이 어떤 정치적인 형태로 재결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중립적일 수는 없다. 이 점과 관련해 민족에 대한 공화주의적 혹은 민주주의적 

이념은 그에 대한 종족적 이념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대답이 보다 더 설득력 

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종족적인 민족 이념은 통일 정책을 호도할 위험이 있 

는데 그 이유는 그에 따르면 국가의 구성원인 “민주시민”이 자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족 공통체의 구성원인 종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볼 때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민족주의에 의지 

하지 않고 자신을 지탱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존립을 위하여 더 이 

상 민족주의가 지닌 결속력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국민의 지위에 편입시킴으로써 법을 통해 매개된 새로운 차원의 유 

대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민주화 과정은 사회복지국가가 더욱 더 확고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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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잡아가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주민의 사회통합을 최종적으로 보증해 주었 

다.(하버마스， 민족통일， pp. 8-9.) 

요약하면， 민족주의는 국가 형성， 사회 통합， 집단 정체성， 그리고 근대화 등 

을 목표로 사회 성원들을 동원하려 할 때 이용된 상정적 동원 메커니즘이다. 

민족주의는 근대 민족국가 형성에 결정적인 이념 체계로 기능하고 식민지 민 

족의 독립 국가 건설 운동에도 저항적인 민족주의가 핵심적인 이념 체계로 작 

용했던 것이다. 또 종교의 상정 체계가 무너지고 계급적 대립과 이질적인 요소 

들이 증대하는 근대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성원들을 문화적으로 통합시키는 기 

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후진국의 경제 발전， 근대화 추진의 이념 체계로 작용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족주의는 거대한 사회적 동원을 가능케 하는 

이 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박명규， p.387.) 

한국 민족의 형성이 고조선에 기원하고 있다고 주쟁노태돈)하거나 한국 민 

족이 대단히 이른 시기부터 민족적 단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은 국내외의 모 

둔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민족’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하 

여 통시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들을 야기한다(임지현) 따라서 적 

어도 한국 민족의 형성 시점을 오래 전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형성 

된 ‘민족’의 前 근대적 성격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근대 민족의 상을 고조선 

시대에까지 밀고 올라가는 방식의 이해는 사회과학적으로 적실성이 없으며 실 

제 한국의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범주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박명규， p. 389.) 단군신화가 최초로 기술된 일연의 삼 

국유사는 바로 후삼국이 고려로 통일되고서도 민족의 이름아래 이념적인 통일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기술되었던 것이다.(김용욱， 하 

권， pp.694-70 l.)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현재의 성격이나 그 장래에 대해 

어떤 독단적인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왜’ 그리고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원적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하나의 斷言的 설명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 

다. 근대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결 

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전개되었고 동태적이기 때문 

에 어떤 다른 종류의 충성심으로 진전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전혀 새로운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 분해될 수도 있다. 민족들은 새로운 거대한 제국들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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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아니면 지역적 연방들로， 어쩌면 하나의 세계 연방으로 통일될지도 모 

른다고 추측할 수 있다. 민족들이 조그만 사회집단을 삼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민족 자체가 인간의 필요를 보다 잘 충족시킬 더 큰 집단에 의해 흡수될 수도 

있을 것이다.(B. C.세이퍼， pp.91-92.) 

(3)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 

민족주의는 미， 서구 등의 공격적 팽창적 민족주의와 제 3세계의 방어적 저 

항적 민족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미， 서구의 민족주의가 자생적이고 문화적 

우월을 토대로 한 우월적 민족주의라면 제 3세계 국가들의 민족주의는 외생적 

이며 응전적이라는 점에서 저항적 민족주의이다.(장을병， p.53. 최문환， pp. 

306-312.) 콘(Kohn)은 서구형 민족주의와 비서구형 민족주의를 구분하고， 스나 

이더(Snyder)는 통합적， 분열적， 공격적， 현대 민족주의로 구분하며， 헤이즈 

(J.H.Hayes)는 인도주의적， 자코뱅적， 전통적， 자유적， 통합적， 경제적 민족주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의 민족 문제는 민족 정체성의 뿌 

리가 대단히 깊다는 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와 일본의 전후 처리의 

미온성으로 인해 민족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민족들간 

의 경제적 조건， 세계 체제 내에서의 위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다.(박명규， pp. 399-400.) 위와 같은 갖가지 형식과 내용으로 표 

현되는 민족주의는 그 나라가 겪어 온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여건에 의해 규제 

받게 된다 즉， 민족주의의 유형 변수는 세계 경제 체제와 세계 국가 체제라는 

외부 요인， 국가 사회 및 계급의 내부 요인， 한 국가의 산업화 정책 방향에 따 

라 결정된다.(박종철， pp. 13-25.) 

어떠한 유형의 민족주의이든 민족주의가 강조되는 것은 그 내용에 통시대적 

인 보편타당성과 범인류적인 진리성이 들어 있다기보다는 한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고 민족주의적 과제는 자주독립 국가의 건설과 통일된 

독립 국가의 건설이다. 前 시때적인 우월적 민족주의의 팽창주의로부터 해방 

된 현대 민족주의는 밖으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이념적 정향에서 이제 

는 내부에서의 자유를 지향하는 이념적 전환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민족 

주의는 분단된 민족의 통합을 통하여 통일된 민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민주주의의 정향을 내포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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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신뢰하는 성실한 민족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이 

택휘， pp. 226-227.) 

이것은 l세기 전 개화기의 민족주의의 과제와 문제의식과도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당시의 근대화의 역사적 과제를 대외적 차원의 반침랙자주)과 대 

내적 차원의 반봉건(진보)으로 파악하면서도 그것을 개별적 이원성으로 보지 

않고 민족주의로 결합되는 양면적 일체성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자주만을 

고집할 때는 진보에 역행되는 보수적 반동화가 가능하고 진보만을 내세울 때 

는 패배적인 자기 부정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異時的 個別化의 개념 

으로서가 아니라 同時的 結合化의 개념으로서 자주와 진보를 민족주의에 수렴 

시킬 수 있는 대중적 개혁 운동이 정치 사회적으로 가능할 때 근대화의 역사적 

전기는 마련된다.(한홍수， p.24. 신용하， 1-4장， 조동결， 1-2장 ) 

한국 사회에서 근대적인 민족 의식과 민족주의적 지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은 개항 이후， 특히 외세와의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였다. 물론 그것 

은 전근대 민족이 근대 민족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서 대내적인 체제 변혁과 

대외적인 독립 유지라는 과제， 즉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 

었다.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민족주의의 내용이 독특한 것으로 되 

었다. 무엇보다도 일제하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민족 독립을 추 

구하려는 저항 민족주의， 민족 독립 운동의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특히 오랫동 

안 역사적으로 동일한 문화적 통합체를 유지해 오던 전근대 민족의 기반이 그 

러 한 저항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 었다.(박명규， pp. 389-390.) 근대 민족주의 

는 일차적 과제가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점으로 귀결된다고 할 때 1945년의 

해방은 한국 사회에서 이 과제가 해결되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국의 민족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만든 것은 해방 이후 민족이 이질적인 정치 

단위로 분단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민족 지배 상황으로부터의 해방이라 

는 과제가 해결되던 시점에서 다시 민족의 내부 분단과 상호 대결이라논 새로 

운 문제가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민족 문제의 성격은 각 민족이 속해 있는 국민 국가의 특성 및 세계 체 

제상의 위상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민족의 문제는 중요한 현상으로 남아 있고 

국가의 성격이나 세계 체제와의 관련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의 민족 문제의 핵심은 민족 통일이다. 그리고 이 점은 냉전 체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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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둘러싼 대내외 

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고 바로 이 변화가 새로운 양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탈냉전의 상황과 국제화의 폭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남북 

한의 민족주의적 지향은 그 내용이 일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 북 

한이 민족주의적 정서를 극도로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하여 남한에서는 민족주 

의의 과잉을 우려하며 국제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상이 그 증좌 

라 할 것이다.(박명규， pp.376-379.) 

한국 사회는 현재 전세계가 겪고 있는 민족문제의 다양한 양상들을 복합적 

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족 통일의 과제가 한편으로 추구되고 있 

는가 하면 국제화와 민족주의적 가치간의 갈등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 

나고 있고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다른 차원에서 

확립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민족 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그 통일이 민족 전체의 삶에 긍 

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조건들을 찾아냄으로써 통일을 진지하게 대 

비하는 일일 터이다. 그것은 막연한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주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민족적 지향이나 감정들에 대한 냉정 

하고도 객관적인 점검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점차 한국 사회도 지나친 

단일 민족관에서 오는 민족 이해의 편협성이 문제가 될 지도 모른다. 갈라진 

민족의 통합， 흩어져 있는 민족간의 평화롭고 유기적인 민족 정체성의 확립， 

국제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 민족주의의 정립 등의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이자 21세기를 맞는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가 

이 과제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통일 교육 분야에 조그만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이다.(박명규， pp.400-401.) 

m. 통일교육의 이념적 지향 

(1) 민족주의의 가능성 

민족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부정과 실제적 축소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의 해 

결을 위한 길은 민족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족에 대한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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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새롭거나 낯선 주제가 아니다. 역사상 유례 

가 드물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단일한 민족 공동체를 유지해 온 한국인들에게 

민족이란 가족 마냥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었다. 일제하에서 겪은 

공동의 집합적 경험은 민족적 동질감을 강화시켰고 반세기에 가까운 분단 상 

황 아래에서도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정서적 분위기가 약화되지 않는 것도 역 

시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적 지향의 강도를 말해 준다. 한마디로 민족과 관련된 

문제는 새삼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요하지 않는， 낡은 주제인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주제가 낯익다는 사실이 곧 그 주제에 대한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언 

식이 얻어졌음을 말하지는 않는다. 때때로 주제에 대한 지나친 친숙함， 당연시 

가 그 주제의 객관적인 의의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 

구나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여 오래 된 주제가 ‘새로운’차원에서 논의되고 검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낡은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21세기를 앞둔 한국 사회에서 민족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낯익은 주제， 낡 

은 주제이면서 동시에 전혀 새롭게 검토되고 접근되어야 할 주제의 하나이다. 

통일교육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는 먼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 

의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와 민족주의적 태도를 엄밀히 

구분해야 함은 물론이고 민족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논의 속에 포 

함시키려는 지성적 태도가 요구된다. 

둘째로는 한국 민족 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역사적 감각을 지적해야 한다. 특 

수하다는 것은 민족 문제가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는 독특하고도 시급한 현재 

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뜻함과 동시에 그것이 세계적 현상으로서 논의 

되는 민족 문제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돗한다. 한국에서의 민족관， 민 

족주의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작업과 함께 그 

것이 특수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적 성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보편 

적 인식 논리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현재의 민족 문제가 국제화의 진전이라는 세계적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화는 새로운 기술， 정보， 생산 

양식 둥으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상황을 창출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 

거의 민족 문제와는 다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체제 내에서 점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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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위상， 국제화가 가져오는 이해 관계의 상이함 둥에 따라 민족문제의 양상 

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의 민족주의 

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박명규， pp. 383-384.) 

(2) 민족주의의 양면성 

민족주의가 시대의 변화와 세력의 변화에 따라 성격을 달리 했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세력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고 다각도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도 다각도로 이용될 소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더욱이 식민 지배를 경험한 

제 3세계 국가들에서 민족주의란 너무 강렬한 것이어서 다른 어떤 정치적 이 

데올로기보다도 국민들에게 강한 소구력을 지니는 것이다.(장을병， p.52.) 

그러나 통일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민족주의 그 자체가 지 

선지고의 이념일 수가 없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개인에게 있는 신경병처럼 피 

할 수 없는 현대 발전 이론의 병리학이다. 신경병처럼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많 

은 사람들에게 떠맡겨진 무력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앤더슨， p.20.) 

민족주의란 원래가 추상적인 뜻으로 어떤 이론 체계라고 하기보다 역사적 

실천적 개념이며 따라서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하다는 것은 민족주의 

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그것의 과제와 담당 세력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적으로는 국민 대중을 결속시키고 단결시키는 기능도 가지는 한 

편 민중을 억압하고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며 독재 체제를 굳히는데도 

이용되는 ‘합리화와 명분’으로서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또 국제적으로 자기 

민족의 역사적 영광과 전통과 문화를 찬양하고 타민족의 그것을 전혀 인정하 

지 않는 국수주의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송건호， pp. 10-1 1.) 민족주의는 그 

유형에 관계없이 역설로 가득한 매우 복잡한 역사적 현상이다. 도덕적이면서 

비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동시에 비인간적이고， 고상한 동시에 야만적인 민족주 

의는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 민족주의 그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 

주의，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1. 스나이더， “민족주의의 패러독스”， p. 30.) 민족주의는 민주적일 수도 

권위주의적열 수도 있으며， 미래지향적일 수도 과거지향적일 수도 있고， 사회 

주의적일 수도 반동적일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 왔다 더욱이 근대 정치 

적 민족주의는 복잡한 현상이며 이것은 일반성과 특수성의 다양한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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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E.Kameka， p. 15. p.43.) 근대 이후 민족주의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역 

사는 언제나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조화의 

관계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양자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경험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치 이데올로기와도 결합할 가능성이 있 

는 민족주의가 전제주의， 제국주의， 파시즘， 군국주의， 사회주의 등의 이데올로 

기와 결합될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대립 갈둥하는 것이다.(이택휘， pp. 222-223.) 

이처럼 민족주의는 본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민족이 존재하는 한 민족주의 

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민족주의가 존속하는 한 부정적， 긍정적 두 기능을 아울 

러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속성도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양쪽의 날을 가 

진 칼로서의 민족주의는 안으로는 자국인(개인)을 해치고 밖으로는 다른 민족 

(세계)을 해치기 쉽다.(차기벽， p.2 1.) 

(3) 민족주의의 문제점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민족주의와 시민사회주의(민중주의)， 민족주의와 세계 

주의의 이념이 충돌할 경우 민족주의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측면으로 흐를 가 

능성이 많고， 예멘， 베트남，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민족주의 역할은 생각보다는 

훨씬 미미한 것이었다. 

이 절에서는 남북한 공히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민족주의가 남북한 통일의 

정치 이념을 통합하는 기능을 지닌 긍정적 이데올로기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분단 직후 통일은 곧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했으며， 통 

일의 당위는 분단 고통의 해소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 사회로 굳어져 버린 현 상태에서는 단순한 국가 

통합이 통일이 아니라， 한민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 

를 두고 민족사회 구성원의 삶의 터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른바 통일이라 

는 인식을 새로이 정립시킬 필요가 었다.(이상우， pp. 354-355.) 요컨대， 자유민 

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통일에 선행하는 것이며， 통일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공리적 가치이며 통일은 한민족 사회 구성 

원(누가)이 민주적(어떻게)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 고른 복지， 균등한 정 

치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 사회를 만들기(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김영수，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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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에 있어서 어떤 이념에 대한 평가는 그 이념이 한충 ‘민주적’이며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21세기의 통일 한국을 실현시켜 줄 것인가 하는 관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최문성， 1995, pp.81-99.) 

먼저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와의 측면을 살펴보자. 민족주의는 오늘날 한편으 

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큰 가치와 이상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에 의 

해，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이나 국가를 초윌한 인터내셔널리즘이나 코스모폴리 

터니즘， 즉 국제주의 등 양쪽으로부터 그 존재 의미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 

인 협공을 당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스스로 점유해야 할 좌표가 흔들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족 그 자체가 實在論的이냐 혹은 唯名論的이냐 하눈 문제 

에도 의견이 분분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재론적이라 하더라도 역사 

와 현실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자칫 추 

상론이나 관념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족의 문제는 그 어떤 의미 

성에서보다 그것이 존재하는 현실의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파 

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인 시각에서 펀견과 독단에 빠지게 된 

다.(김대환， pp. 172-173.)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구미， 특 

히 유럽의 국민 국가 질서는 한편에서의 탈 민족주의적 움직임과 다른 한편에 

서의 소수 민족의 분리주의 움직임에 의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독일 

민족은 통일이 되어 유럽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연방 체제를 유지하던 국 

가에서는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면서 지나친 민족주의의 폐해를 인식한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현재의 상 

황은 새로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음에 틀림없다. 여전히 역사적 행위자로서 잠 

재적인 힘을 갖고 있는 민족이란 실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민족과 국가， 민 

족과 개인， 민족과 세계간의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새로운 이해를 모색 

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명규， pp. 376-379.) 

민족주의와 시민사회주의와의 측면을 살펴보자. 

많은 경우 우여곡절의 곡예를 필요로 한 교묘한 조치들인 유럽 왕조의 同化

(naturalization)는 종국에는 官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로 나아갔다. 이 

관주도 민족주의는 同化를 왕조 세력의 유지와 결합시키는 수단으로 잘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은 1820년대부터 유럽에서 급격히 확산된 대중 민족운동 후에 

대중 민족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발달했다는 것이다.(앤더슨， pp. 114-115.) 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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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족주의는 대중적 언어 민족주의가 출현할 때까지는 불가능했다. 왜냐하 

면 관주도 민족주의는 대중의 상상된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될 위협을 

느겐 세력들-주로 왕조와 귀족의 세력 집단틀-에 의한 반응이었기 때문이다.(앤 

더슨， pp. 114-115.) 즉， 후기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주의의 발달이 진실로 민족 

주의 사상의 순수한 원천에서 나왔으며 민족의 목적에는 낯선 어느 집단의 독 

점적 이익에서 나오지는 않았는지 물어야 한다.(앤더슨， pp. 140-141.) 제 2차세 

계대전 이후 제 3세계 사회에서는 대중 민족주의를 표방한 민족국가들이 많이 

수립되었다. 민족의 언어가 결정되고 특정한 문화적 전통이 민족문화로써 고 

양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제 3세계 사회주 

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문화적 유산과 상정을 전유하고 민족의 대표자를 자처 

하며 민족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국내의 억압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들은 대중 민족주의에 기초한 역사 창조의 과업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는 전통적인 권력구조를 물려받은 관주도 민족주의자들이다.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형제 

애와 평등의식에 기반을 둔 민족공동체는 가장 정당한 공동체의 모형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유산의 전수자를 자처하며 대중들의 지배와 억압 

을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지배계층에 의한 판주도 민족주의의 발달을 

경계하고 지배계층의 손으로부터 대중의 손으로 민족이라는 상정과 의미를 되 

찾아야 한다.(앤더슨， pp.211-213.) 

보다 중요한 문제는 남북한의 민족관의 차이이다. 좌파 이론가들의 입장을 

살펴보자. 

마르크스는 “오늘날 민족에 대한 주장은 오직 부르주아지 출신 저술가들 사 

이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모든 민족의 경우 마찬가지"(Maα， 

P‘ 518.)라고 하면서 낡은 민족적 편견을 비판했다. 레닌은 “부르주아지가 노동 

자들에게 굴레를 씌워 끌고 가기 위해 노동자플을 속이고 우롱하며 분열시키 

는 호전적인 부르주아지 민족주의”를 풍렬하게 비난했다.(1.스나이더， “소련의 

민족주의"， pp.291-293.) 스탈린 역시 “민족 문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일반 문제의 한 부분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에서는 “민족주의는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노동계급이 자기의 근본 이 

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한다”면서 민족주의 대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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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그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 계급 의식，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과 민족자주의식， 자기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결 

합시키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고 한 

다.(서재진， pp. 60-61.) 남북한이 민족자주의 원칙에 합의하고 있지만 그 실질 

적 주장과 내용은 전혀 상반된 젓이다‘ 

N. 통얼교육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한계 

21세기의 통일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으로부터 地板構造論(plate

tecto띠cs)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대륙의 지판들은 지구표면을 서서히 변모시키 

거나 또한 갑작스러운 지진이나 화산폭발을 야기하는 것처럼 국내외의 환경이 

통일환경과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변모시카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한 

반도 통일의 국내외적 여건은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도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재편되어야 하고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과 방향도 

새롭게 추구되어야만 한다. 민족주의를 주된 이념으로 할 경우 보완되어야 할 

이념적 지향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탈냉전 시대의 도래이다. 1985년 3월 구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 등장 이 

후 시작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 개혁은 세계적인 대전환과 변혁을 가져 

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1989년을 기점으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몰타 미 

소 정상회담， 1990년 독일 통일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의 냉전종식선 

언， 1991년 소 연방해체와 독립국가연합"(CIS)의 탄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차 대전 후 지속되어 왔던 동서간의 냉전 체제는 소멸되고 탈냉전 시대라고 하 

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었다. 분단의 기원과 전개 과정이 바로 냉전과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탈냉전의 기류는 통일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인 환경을 제 

공한다. 남북한간의 대립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냉 

전적 대립이기에 탈냉전 기류는 남북분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이다.(고유환， p. 24.)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적 

대적 인식 또는 악마적 인식을 재조정한 기초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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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의 원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명백히 적이면서 동포라는 이 

중적 상황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동반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족주의의 원칙 

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전 지구적 탈냉전과 통합의 시기에 냉전의 마지막 화약고로 남아 있 

는 것이 한반도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족의 

이름으로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최근의 예에서 보듯이 같은 국가， 같은 

민족이 갈등과 긴장을 봉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가난 

한 자들의 반란에서 오히려 부자들의 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최근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主敵으로 부각시키면서 냉전적 갈둥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분단 이후 미국을 한반도 분단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대미 적대 정책을 펴왔으 

나 제네바 미북회담 합의 이후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수교 협상에 관심 

을 보이는 한편 남한과는 적대 정책을 고수하는 이른바 친미접일배한t親美接 

日排韓)정책을 지속해 왔다. 한국 역시 탈냉전적 흐름을 타고 남북문제 해결에 

민족우선론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표명하기도 했고 1994년을 기해 현대의 안 

보 개념을 수용하여 기존의 군사 위주의 안보 개념에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안보 개념으로 안보 대상의 범주를 확대했다. 그러나 

1년이 못 가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남 전략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통 

일전선 형성을 위한 대남공작활동을 계속한다고 하면서 1995-1996년도 국방 

백서에서 북한을 다시 우리의 주적으로 상정하였다，(고유환， p, 27 ,) 

(2) 탈 근대화 시대의 도래이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국가는 더 이상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민족국가의 특권적 존재이유의 상실， 대 

내 정책과 대외 정책의 구별의 불가능성， 단일팽창의 세계시장경제 외에 새로 

운 세계질서를 지향하는 막연한 심리적 경향과 더불어 역사의 도덕적 판단도 

민족주의에 반대한다，(1. 스나이더. “계속되는 딜레머"， pp, 364-369,) 근대의 산 

물인 영토적 경계와 민족국가의 특권이 부정되는 무한 경쟁의 시기이다. 또한 

근대국가의 이념적 상상물인 민족주의도 쇠퇴한다. 유럽통합의 완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초국가적 차원의 통합경향 등을 

보면 우리는 오늘날 민족국가의 통합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권 역시 지난 200 

년과는 더 이상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없읍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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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민족으로 결합되었을 때 더 이상 서로를 인류라는 공통된 이름 아 

래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민족주의 혹은 민족에 대한 사랑'(1’amour national)은 

일반적인 인류에 대한 사령-<1’amour general)을 대신하였다. 이러한 덕은 애국심 

이라고 불려졌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랑은 아직까지 더 좁게 

규정되지 않는가? 그래서 애국심이 지역 제일주의(배타주의) 흑은 가족정신， 최 

종적으로 이기주의를 낳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G. de Berrier de Sanvigny, 

p. 63. E.Kameka, p. 24에서 재인용.)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의 질풍노도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가 몰고 온 비극적인 귀결들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 

일에 결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유럽인의 시각에서 나는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힘겹게 깨달은 다음의 교훈， 즉 갈등상황에서 국가의 

구성원인 “민주시민”이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인 “종족”보다 우선권을 지녀야 

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현대의 주민들이 언제， 그리 

고 어느 정도로 스스로를 국가구성원으로서의 민족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종족집단으로서의 민족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경험적인 물음이다.(하버 

마스， 민족통일， p.7.) 

한스 콘의 주장처럼 “민족주의의 목표는 봉사와 협동이 아니라 배타와 독 

점”이며， “한 때 그것은 삶의 거대한 힘으로서 인류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 

을 했지만， 이제는 인류의 발전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지도 모르는 것”이므 

로 인류의 개인적 자유는 오늘날 초민족적인 토대 위에서 조직되어야 하고 민 

족의 탈 정치화를 고안해야 한다.(박명규， pp. 397-398.) 

또한 탈근대의 지구화 시대에 폐쇄적 • 고립적 • 배타적 민족주의는 21세기 

의 바람직한 정치이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으나 그러한 고립적 민족주의는 이미 세계체제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남한사회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의 것이다 국제화의 흐름 

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회발전의 동력을 앓지 않으면서 민족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탄력적 개방적인 민족주의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박명규， 

pp. 391-392.) 홉스봄은 1990년대의 민족주의의 발흥을 두고 “종족적 언어적 동 

질성의 확립을 기초로 하는 민족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체로 자 

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 19세기의 고전적인 민족국가의 개념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과대민족주의’와 ‘과소민족주의’의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며 고전적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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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적-레닌적 형태의 민족자결구호는 21세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왜냐하면 민족은 집단의식의 한 표현이며 그것의 유일한 표현은 아니고， 

또한 국가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힘의 중앙집중화 및 관료주의화， 즉 국가의 

소원과 통제 불가능에 대한 반응의 강도도 아니기 때문이다.(에릭 홉스봄， p. 

236.) 그는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계속 존재할 것이지만 

그 위치는 낮을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위의 책， 

p.242.) 또한 라이시는 글로벌 경제에서눈 ‘우리’ (we)라는 개념은 무의미하고 

국수주의적인 펀협한 자세를 지닌 제로-섬 국가주의보다 세계 시민 의식을 가 

진 사해동포주의자가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로버 

트 비 라이시， pp. 327-345.) 현대적 지성은 “민족이라는 범주를 뛰어 넘은 사고 

를 요구”하기에 초민족적 후기민족적 사회 구성 원리를 찾아야 할 것을 요구하 

는 경향이 있다.(Appadurai， pp.411-429.) 즉， 민족국가의 영토성 약화 및 대량 

이민 등의 결과로 출현하고 있는 원거리 민족주의(1μlιon맹g-d바IS때C야e natIon때ism찌n)è라 + 
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대두된다.(Anderson， pp.12-13.) 여기에 덧붙여 

이제는 20-30대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냉전논리적 사고나 이분법적 

사고(two-box approach)를 거부하는 동시에 민족적 감성이나 막연한 동포애도 

점차 실질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탈근대 지구화시대의 한국민족주의는 영토적 배타성에 근거하는 페 

쇄적인 것이 아니라 밖으로는 인류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내포하는 스스로를 

보편화시킬 수 있고 안으로는 개인들의 행복한 삶 및 다양한 소그룹들을 고려 

하는 안과 밖으로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김성배， p. 393.) 따라 

서 탈근대시대의 한국민족주의는 탈민족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신을 극복하는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이용희， pp. 238-239.) 

(3) 세계화 시대이다. 최근 탈냉전이라는 담론과 함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 

이 세계화이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Telecommunication)， 미소전자공학 

(Microelectronics) 및 관광，Tourism)의 발달은 세계 전체를 보다 고도로 통합된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었으며， 정치， 경제는 물론 환경， 생태， 구조， 정책 그리고 

가치 동에 있어서도 상호의폰성의 심화현상을 초래하였다. 경제 기술적 상호 

의존성은 물론 가치변에서도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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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범이 보편적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고유환， pp. 24-25.) 민족국가의 단일 

의 힘으로는 군축， 마약， 환경， 인권， 경제개발 등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시 

대로서 지구해globalization)와 지방회-(Iocalization)가 동시에 추진되는 지구방화 

(glocalization)의 시기 이 다. 이를 위하여 먼 저 지구화와 지방화가 동시 에 진행되 

는 탈큰대 후기산업사회에 조화로운 복합공동체에서 민주주의의 세계주의모 

델을 참고해야 한다. 즉， 주권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 

에 인류 전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환경， 무역분쟁， 문화적 충돌과 같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주권국가를 넘어 

서는 보편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Heid) 민주주의는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계 

기와 목표이다. 단순히 제도적 장치가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의식이나 민주화의 수단이자 목표이듯 진정한 세계화는 경제적 개방이나 

문화적 교류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민주적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한국사 

회는 이제 겨우 시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각각 자 

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으며 형성된 사회이다 한국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 세계화가 궁 

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버마스 교수가 시민(Demos)이 민족 

(Ethos)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은 음미해 볼만한 주장이다.(손봉호， 

pp. 104-105.) 

(4) 민족주의를 주도하는 세력이 누군인가라논 근원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 

다. 민족주의가 일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 되었을 때 민족주의의 내용은 추 

상화되고 관념화되며 공허하게 되어왔다 진보적이고 저항적인 민족주의는 민 

중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안병직， pp. 30-3 l.) 우리가 한국의 민족주의를 논하 

면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곁들이는 것은 바로 민중주의에 바탕을 둔 올바른 민 

족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 섬기지 않논 민족주의 

는 쉽사리 국가주의로 변질해서 민족주의도 올바로 구현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도 올바로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닫고 만다(장을병， p. 75.) 사실 민족주 

의는 일정한 종류의 목표(산업화， 번영， 다른 국민틀과의 평등 등)를 향해 자신 

을 밀고 나감에 있어 일정한 종류의 퇴행을 통해 그 일을 추진하였고 관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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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온갖 원천으로 기능하였다. 결국 민족주의 그 자체의 내 

용은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항상 애매한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톰 네언， pp. 240-246.) 즉， 민족주의는 양면 현상이다. 그것 

은 본질적으로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아래로부터 분석되지 않으면 이 

해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은 반드시 민족적이지는 않고 훨씬 덜 민족주의적인 

일반인의 가정， 희망， 필요 및 이해의 측면에서도 분석되어야 한다.(에릭 홉스 

봄， p.26.) 

통일로의 전환과정에서의 문제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통일과정 

의 다양한 방법의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 통일은 통일과정의 핵심세력이 자 

유민주주의적(부루조아적)인 정치세력이 되어야 하고 통일정부로서 새로운 체 

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환의 비용을 최소화하면 

서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통일을 이루어 민족공동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 경우 남북한 통일을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그 진단과 처방이 달리 내려질 것이다.(최문성， 1995 , pp.71-72.) 복지와 

민주화를 달성해야 하는 통일한국을 위한 민주연합의 주도 세력은 남한의 노 

동자와 농민은 물론 자본가와 중산층도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의 온건개방세력 

도 잠정적 연대세력으로 설정하되 민주주의적 규범의 틀과 개방적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최문성， 1995 , p. 106.) 

즉，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세력은 반드시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고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국가개입과 계급지배의 중화를 모색하며 시민문화의 헤게모니를 받 

아들이고 있는 개인과 집단， 계층을 총칭하는 시민계층이 되어야 할 것이다.(박 

종철， pp.47-49.) 

통일의 주도 세력에 관하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민족주의 

의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단의 원인은 물론 

한반도 통일의 문제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지극히 국가주의적인 ‘일본은 없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이 최근 시중의 베스트 셀러가 되는 국수주의적 유행과 폐쇄적 지성 풍토가 

우려된다. 마， 일， 중， 러의 한반도에 관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탈냉 

전 시대를 활용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은 공동의 안전 보장， 공동의 

성장， 공동의 환경보호， 공동의 복지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문화전 



262 

통을 존중하고 소비의 조정을 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짓는 노력은 

개혁으로부터 유토피아에의 접근 또는 개혁과 유토피아를 아우르는 접근이 적 

용될 대상이라 하겠다. 동북아시아의 현 정세를 보면 이 지역의 최대 개혁의 

과제는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성숙과 북한의 경제적 지적 개혁 개방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공동의 집이 나타난다면 새로운 문명사적 메시지가 이곳 

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민족문화를 존중하면서 민족주의를 넘 

어선 공존과 상호부조의 원리이다.(와다 하루끼， pp. 111-114.) 

(5) 통일은 민족공동체적 논리 외에 이익사회적 논리에 따라 추구되어야만 

한다. 민족통일의 목표는 단일민족으로서의 공동의 이익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상의 문제나 경제적 우월관계，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며 막연한 같은 민족이라는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호 인정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고유환， p.2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상대를 잘못 파악한 이상이 아닐 수 없다. 분단과 통 

일은 사실 근거에서 그 실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 사실 근거에 입각한 분단의 

병인을 똑바로 보고 남북한의 실체를 두 개의 이질적 공폰체로 파악해야 할 것 

이다. 분단 50년이 지나는 현재 북한은 이미 공동사회(Gemeinschaft)가 의미하 

는 민족동질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는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이익 

사회(Gesellschaft)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과 북에 두개의 상이 

한 정치체제와 생활양식이 각각 존재하듯이 남북한에는 각각 지배계층을 중심 

세력으로 하는 둘의 이익사회가 존재한다.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개의 이익사회로 분단된 남북한을 묶거나 엮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이익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말할 때가 아 

니라 계약공동체 남북연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이다.(김유남， p.3.) 피와 

땅{Beut und Boden)의 논리가 아니라 ‘빵이 있는 곳에 조국이 있는 것’(Ubi 

panis, ibi patria)이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냉철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6) 문화적 동질성， 역사 언어적 일체성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을 극복해야 한 

다. 문화는 이동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복합함으로써 발전되는 만를 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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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만의 순수한 고유문화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며 문화 자체가 복합적 성격 

을 지니는 이상 한국 문화도 하나의 복합 문화임을 부정할 수 없다.(조지훈， p. 

22.) 한국에서는 문화적 공통성을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요인 때문에 낭만적 민 

족주의가 존재하며 그 때문에 한국 민족주의가 활력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단 

일 민족주의적 성격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는데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 

니다.(박종철， p. 26.) 1945년 이후 남북한간 문화의 이질화로 남북한간 문화는 

상당 부분 통합성을 상실했고 민족 개념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 

서 통일 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남북한간 전통문화의 공통분모를 확인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새로운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는 문화공동 

체 형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남북간 문화적 相容性이 증대되어야 한다 

(박종철， p.44.) 

통합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동서독의 경우에도 같은 민족이라는 정 

서로서는 결코 해결하거나 화해할 수 없는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겨나고 

있다.40년에 걸친 공산주의식 교화는 정신적으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 예컨대 기독교인틀에게조차 아무 혼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간 것은 아니 

다. 또한 40년간의 분단은 정치를 보는 시각 뿐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에서의 

유대 둥에 관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었다.40여년 간 서로 다른 국가 

에 소속한 것이 쉽게 고철 수 없는 적대감과 접촉 공포를 만들고 초기의 닥관 

론이 지나자 양측 모두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내를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이다.(홀거 엠케， p.92.)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Wir sind ein Volk!)라는 구호 

가 외면적인 통일을 성취시키는 초석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내적인 단합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등장하였다. 통일을 이룩한 지 6년째 접어들면서도 공동 

의 정치 문화가 이룩되지 못한 것은 지난 분단 40년의 결과가 엄청났기 때문이 

다. 이것은 국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룩된 지 5년이 지났어도 동서독 주민들 

간의 긴장이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상이한 정치적 

견해， 여러 가지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자기 판단을 존중하고 가능한 편견에 사 

로잡히지 않은 채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적 판단 능력과， 이 

익 보존 그리고 연대성에 기초한 기본 합의만이 민주 질서에 의존하는 안정성 

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규영， pp. 23-27.)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정확한 차이를 인정치 않고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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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현실을 단순화， 왜곡시키는 미봉책의 민족 동질성의 강조와 회복의 논리 

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이질성을 적극 활용하논 접근이 보완되어야 한다. 상호 

인정의 정치는 상호 학습의 과정을 포함하눈 쌍방향이고 이것은 정당한 차이 

와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평무 

사성임을 반영하는 것이다.(Gutmann ， pp.37.39. 59.61 ; Young , pp.100.107.) 

상호주관성의 합의는 타당성 주장이 이해가능성， 진실성， 정당성， 그리고 성실 

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일치함을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Habermas ， p. 3.) 

(7) 이 기는 통일교육에서 함께 사는 통일교육으로의 인식 전환이 요구함에 

따라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조화가 강조되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1992년에 개정된 제 6차교과과정에 따라 과거 50 

여년 이상 독자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오던 반공 생활 또는 통일·안보 

영역은 이제 국가 민족 생활 영역의 일부로 흡수되어 버렸다. 한 마디로 과거 

의 적대적 반공 교육은 최소한 우리의 공교육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 

었으며， 통일과 화해，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반공 교육적 요소는 냉전적 또는 반 

통일적 사고라고 매도되기 시작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p.78.) 무력 충돌 

의 가능성과 핵전쟁을 포함한 한반도의 전면전과 국지전을 예상하기도 하는 

(정규현， p.42.) ‘탈냉전 시대의 진정한 발화점’ (Eberstadt ， p. 150.)인 한반도에 

서 막연한 낭만주의적 민족적 감정이나 낙관론적 북한정권의 조기붕괴론 등은 

오히려 남북한 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안보정책의 

한 부분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은 그 동안 정보의 통제와 왜곡으로 ‘있는 그대로의 북한’， ‘사실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북한의 모든 부정적 측면 

마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감싸안으려는 오류를 범하고 었다. 

통일 및 통일 관련 교육의 의미 또는 명칭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우리와의 관 

계에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2중성， 즉 더불어 살아야 할 같은 민족이 

지만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체가 북한이라고 

하는 현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엄존하는 현실을 경시한 채 민 

족지상론적인 통일 일변도적인 교육 방침을 취하는 것은 과거의 반공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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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현실성을 결하는 것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통일 교육 

은 바로 이와 같은 이중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즉， 통 

일 교육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달성， 민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 

가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우리의 체제와 생 

존， 그리고 통일의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어 

야 하며， 이런 점에서 대학 통일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김광린， p.7.) 

(8) 통일교육은 ’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살펴보자. 민족의식이란 비합리적이요 

반계몽적인 것이어서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에 봉사하기 쉽고， 민주주의의 발전 

을 위해서는 적당치 않다는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지 몰라도 민족주 

의의 폐해는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적인 실체 

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는 이념과 사상 

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 신념 체계를 구현하 

기 위한 대중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김대환， pp. 246-247.)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오늘날 제3세계 안에서 민족주의는 이중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펀으로 

민족주의는 백성들의 통합과 정치화의 수단이요， 자결에 대한 민족주의적 권 

리의 실현을 위한 통로라는 긍정적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 

외적으로 폭력을 동원하고 사용하는데 대한 합리화요， 부족들과 국가들의 평 

화로운 공존에 대한 위기라는 부정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한국정신문화 연구 

원， p. 194.)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적 제 가치와 병행하여 발전해 왔고 인민과 집 

단을 통일시키고 국가적 발전 · 안전 • 복지 · 교육같은 차원 높은 목적을 쉽사 

리 달성케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족주의는 이론에 있어서도 그 

실제에 있어서도 구세주의， 팽창주의， 제국주의 및 전쟁과 밀접히 연관되어 왔 

다.(대학통일문제연구협의회 편， p.139.)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들조차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자결의 원칙이 현실 

에 적용될 때마다 왕왕 거기에 꼭 따라오는 폭력과 무질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간단히 현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인간의 의무를 살펴만 보아도 충분히 그러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대 국민윤리교재 편찬위원회，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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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달리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층과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개방사회이며 다원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 

적 긴장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병 

행되어 실시해야 하며 민족주의의 이념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종속되어야 한 

다.(고유환， pp. 29-30.) 통일이 목표 뿐 아니라 민족 구성원 전체의 삶을 향상시 

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이념과 다원주의 정치체제가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 통일한국의 정치공동체는 지역간 • 도 

농간 불평등구조의 해소， 계급간 · 계층간 불평등구조의 해결， 분배정의의 실현 

및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 민족자주에 기반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의 건설을 최소한의 이념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 

구원， pp. 319-320.)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은 민족적 일체감과 역사적 전통을 존 

중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共生共榮과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 통일의 정 

치체제가 지향하는 것은 시민 각자의 인간적 가치가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는 

민주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고 민주공동체의 구성원리는 ‘함께 사는 삶’， ‘자 

유로운 삶’ , ‘인간다운 삶’ 에 있다. 자유와 평등이념의 변증법적 지양을 통한 

민주공동체는 다원주의， 공공성， 공정성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특히 남과 북이 

서로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를 극복하여 하나가 되고자 하는 민족적 과업에 충 

실할 때 미래의 민주공동체를 지탱하는 지도원리는 공정성의 가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최문성， p. 1Ol.) 

우리가 민주주의를 민족주의보다 우선시 해야 하는 당위성을 동서독의 통일 

교육과 미국의 남북전쟁의 발발 원인의 구체적 사례와 이론적 차원에서도 찾 

아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89년 정치적 통일을 완수한 이후 기존의 통일 교육이 민주시 

민 교육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다원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기본 이념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참여 의식을 제고하면서， 정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능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참 

여형 시민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토대， 

정치적 의사 형성 및 결정 과정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식， 다원주의 사회의 

특정， 관용 및 견해 차이의 존중， 생활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의회주의와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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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기본 원리 등을 계발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이규영， pp.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우리가 북한에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확 

대해야 하는 이유와 병렬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부 미국과 남부 미국간의 

판매시장， 노동력 조달 등의 경제적 이익갈통이 아니라 청교도정신과 프랑스 

혁명의 전통을 계승한 북부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의 원리를 거부하는 노예제도 

를 같은 땅 납부에 존속시키고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미국에서 완성시 

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노예제라는 전근대적 제도를 타파했을 때 미국은 

전 세계에 자유민주국가로서 도덕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노예제를 폐지한 후 

에 미국정부는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국민틀에게 설득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Moore， pp. 152-153. 서재진， p.90에서 재인용) 

보다 본질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추상성이나 보편성에서 하위 개념인 

민족주의로 보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이념체계인 민주주의를 평가 비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했고 반공교육이나 북한사회의 설명을 통해 민족적 이질감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세간의 지적은 또 하나의 역사적 왜곡인 것이다.(방영준， p. 

405.) 민족과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학자가 정치적 민족주의자여서논 안된다는 

점이다. 르낭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민족형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할만 

큼 민족주의는 명백한 거짓에 너무 많은 신념을 요구한다. 학자는 직업상 역사 

를 왜곡하지 말아야 하며 또는 적어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한다.(에릭 

홉스 봄， pp. 28-29.) 

(9) 통일이념으로서 민족주의 개념이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인지 아니면 통일 

이후의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분되어야 한다. 통일 교육이란 개념에 

는 영토 통일이 이루어지기 前 단계에서 실시되논 남한의 교육과 영토 통일 이 

후 남북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교육 모두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 교 

육’은 남북한의 사회·문화 통합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통일 교육’은 ‘통일 대비 교육’ 또는 ‘통일 준비 

교육’과 ‘통일 이후 교육’을 포괄하는 차원의 개념인 것이다.(김영수， pp. 50-5 1.) 

독일의 통일경험에서 보듯이 오랜 준비와 교류를 해 온 독일에서 많은 통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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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유환， p. 30.) 통일 이후의 통일 교육은 통일 

을 이룩한 이후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identity)에 요구되는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 민주적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및 행동규범 등을 남북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케 하는 학교 및 시민 교 

육이다.(황병덕， pp. 31-37.) 따라서 영토 통일 이후 통일 교육은 우선적으로 북 

한 주민들을 새로운 가치 체계에 적응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실행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은 과거의 어떤 상태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아닌 민족의 새로운 출발 

이기 때문에， 새롭게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북한에 ‘주민은 있어도 시민은 없다’라는 말처럼 통일 한국 구성원의 절 

반은 시민과는 거리가 멸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전환시 

키는 작업이 바로 사회 • 문화 통합이며， 진정한 민족 화합인 것이다.(검영수， 

pp.61-63.) 예컨대， 시장경제 및 민주정치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내용이 개편 

되어야 하고， 북한 지역에 단계적인 시장경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 및 

영리 추구의 합리성을 인식시키는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집단주의의 장 

점과 개인주의의 장점을 융합 강조하는 민주정치 교육이 각종 정부 단체 및 사 

회단체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정영국， pp. 160-166.) 

(10) 통일한국의 통치이념으로서 한국민족주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다음 

과 같은 限界와 問題點을 극복， 보다 완숙한 이념으로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 

다. 먼저 이론적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민족과 민족주의， 전통적인 것과 민 

족적인 것， 反外勢{특히 反美)와 민족주의의 초보적인 개념마저 구분되지 못하 

는 지성의 빈곤이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민족주의의 전통적 가치와 

그것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논리화하고 현대화해야 한다. 민족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 인식과정이 결여된 논리적 空洞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한국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의 왜곡과정(perversion of nationalism) 

을 거치면서 별개의 민족주의(separate nationalism)로 발전하였다. 한국민족주의 

는 현실적으로 폰재하고 있거나 존재했던 양 체제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주 

의는 남과 북 어느 한 쪽을 반민족적인 존재로 규정하거나 비정통으로 몰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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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양 체제를 민족의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공감적 가치체계로 작동할 수 있는 이념으로 제시되고 수용될 만한 기능을 지 

년 이념으로 작동(정세현， pp. 39-40.)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이념-공동체주 

의-을 계발해야 한다. 

공동체주의는 개인가치와 공동체가치가 反命題가 아니라는 점과 자유주의 

적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체가 자유주의의 주요 덕목인 자유와 평등을 배 

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와 우리를 토대로 한 변증법적 개념이기에 박애 

의 개념과 친화성을 지니고 자유주의의 핵심적 개념들인 자발적 선택， 합리성， 

자융성에 기초하고 있다.(Hekman， pp. 1106-1109.) 이것은 근대 개인주의의 보 

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설， 즉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와 

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의한 원자화 등의 현상에 대한 불만의 이론적 

표출이다. 공동체주의는 정치적 공동체를 “보다 통합된， 보다 상호의존적인 그 

리고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장"(Sandel， p. 161.)으 

로 만들려는 것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모델이 

다.(Ryu， pp.96-162.) 특히 공동체주의는 정치적 도덕성과 배분적 정의의 원칙 

에 서 있기에 기폰의 자유민주주의의 보완과 대안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자본 

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기본권을 방어하는 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이질성을 감안한 다원적 국가의 틀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V. 결론 

통일 前後의 과정에서 각종 상황에 대비하는 중차대한 작업과 관련하여 교 

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교육 과정의 개정 

에 관한 심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을 어떻 

게 체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 엽적 

도 괄목할 만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통일 교육의 이념적 지향에 관한 논의는 

당위론적， 감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무엿보다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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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 방향에 맞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고， 이를 가르철 교육자의 신엽과 

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통일교육의 이념적 지향은 민족주의에 대한 감성적 호소보다는 자유민주주 

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신념 확산， 민족 공동체 형성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가치관 함양， 통일 이전 단계에서 통일의 조건， 장애 요소， 주변 정세， 절차와 

방안 등 통일과 관련된 지식의 배양， 통일 이후의 단계에서 제기될 제 문제 및 

통일 국가의 미래상 등 통일 대비 교육 등에 기여해야 한다.(김광련， p. 13.) 

이 글에서 제시한 ‘민족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는 민족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가는 과정과 그 이후에 실현될 공동체적 삶에 나타날 갈둥과 혼란을 단순한 같 

은 민족이라는 감성으로 호도하거나 은폐할 것이 아니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 

고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보편성있는 민주적 의지와 가치관을 어떻 

게 함양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았다. 

통일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통일국가가 당면하눈 제반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기관리적 기능과 태도를 신장시키게 함으 

로써 그들 스스로 통일 조국의 미래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덕적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이 되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민족주의 

보다는 민주주의를， 민족주의(특수성)보다는 국제주의(보편성)를， 민족지상주의 

보다는 시민사회우선을 지향해야 한다. 

통일은 고정된 이미지의 국가를 창출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적 

지향에 맞는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다이내믹한 역동적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남북한간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어서는 안되며 일방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우위를 갖는 정치적 승리를 의미해서도 안된다.(류길재 · 이성봉， 

p.401.) 

민족의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근본 바탕을 이루는 이념은 바로 민 

족주의다. 민족통일이 기본적으로 근대이래 션열들이 추구해 온 일민족일국가 

이념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통일국가건설은 민족주 

의의 완성을 의미한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한 세기 동안의 시련과정을 겪으며 

결국 정치에서는 민주주의를， 경제에서는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가치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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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문화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적 정신의 고양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는 민 

족주의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선 시간적으로는 복고주의가 아닌 ‘미래지향 

적 민족주의’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주의와 병폰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 

인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민족구성원 전체의 자유 • 인권 • 평둥이 보장되는 ‘민 

주적 민족주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옛 

것만이 민족적인 것’이고 ‘반외세가 곧 민족주의’라는 단순논리에 엽각한 복고 

적， 저항일변도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수구주의’를 대외적으로는 ‘폐쇄주의’를 그리고 대 

내적으로 ‘전제주의’라고 하는 역사적 퇴행을 뜻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격되지 않으면 안된다.(통일연수원， pp. 355-357.) 이러한 점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자유， 인권， 복지， 행복을 누리는 민족통일과 세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국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민족통일의 바람직한 모댈 

을 계발하고 그 통일이 민족전체의 삶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 

는 이념체계를 찾아내야 한다. 막연한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편협한 민족주의 

의 득세가 아니라 세계화에 탄력적으로 대웅할 수 있는 개방적 민족주의의 정 

립을 이루어야 한다. 루카치의 표현대로 이제 ‘길은 끝나고 여행은 시작되는’ 

것이다. (최문성， 1995.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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