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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의 구현 방안

A Study on the practice of unification education in South Korean for
solution Between the rightist and the leftist conflict
박 찬 석 (공주교육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그 동안의 남남갈등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통합적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의 근거는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 다분히 분쟁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이다. 이

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통일 지향의 문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북한 핵의

1994년
경험과 2013년 현실을 파악하면서 안보와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둘
째, 본 연구는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 문제 및 통일 인식에 대해 문제에 있어서 드러난 좌와
우의 인식의 실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통일교육이 우리 사회의 평화를
조성하는 대북 및 통일 인식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인식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는 대북 문제나 통
일 인식 차원을 강화할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남남갈등의 해소를
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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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들어가며

남남갈등은 남북 분단의 역사와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분단은 남남갈등의 시발점이고 전쟁은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
국 사회는 보수의 득세와 진보의 암약으로 점철되었다. 그렇기에 남남갈등은 분단 자
체가 준 분단 문제의 과제인 것이다.

- 27 -

『도덕윤리과교육』 제39호 (2013.7)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서의 보수 세력은 정치적, 경제적, 통일

논리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세력이다. 그들이 득세했던 이유는 분단 직전에 북한
의 공산주의자들과 남한의 다양한 사회주의적 논의와 갈등 유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자라났고, 전쟁 직후 그들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그들의 정치력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통일문제 있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유

일사상의 토양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자유 민주사회를 구가하는 미
국의 정치 제도나 현상을 이어 받거나 자체적인 통일논의를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는 한국의 이념적 논의 주도의 실천으로 남북통일을 이루어지는 어렵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 남북한은 자기 이념에 기초하여 엄청난 전쟁을 치렀고 서로의

이념을 굳건히 하는 데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남남갈등
은 보수 중심의 인식이 주도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 인식에 대한 감정적 갈등 논리
가 성행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즉 남남갈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다양한 공존으로 승화할 수 있는 기회인지
스스로 분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협소화하는 갈등이 될지 모르는 판도
라의 상자이다. 한편 분단과 전쟁은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적 반공정신을 강조하는 세력
이 집권하는 데 매우 유리한 ‘보수의 일상화’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진보 세력들은 권위주의 정권이 유사시라고 상정할 때에 정부로부터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처벌받거나 사형까지 당하는 극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진보 세력에 의해
사회적 파장이 불러일으키는 사건도 종종 벌어졌다.1) 이러한 엄청난 갈등의 사회적 비

용을 들이고도 우리 사회는 대북 정책이나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남남갈등의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총선 시기나 대선 시기에 절정을 이른다. 즉

2010년대 중반에 와서도 그 파장이 상당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따른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리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통일 한국을 지

남남갈등은

향하는 데 자유민주의 체제의 수호와 북한 인민들의 독재 정권에서의 구출을 앞장서
는 보수적 통일교육 논의가 있는가 하면,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1)

유명한 사건으로는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1958), 유신시대의 각종 긴급조치 위반 사건 및 근자에는 채
널

A,

조선일보 방송을 통해

5.18

북한 인민군 침투에 대한 사실 규명되지 않는 보도 등은 사회적 갈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진보에 의한 ‘광우병’ 파동은 이와 반대로 사실적 상황과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경우가 사회적 이슈로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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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통일교육 입장을
가진 진보적 논의들이 있다(배한동,

2009; 통일교육원, 2012).

분명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통일교육적 노력들이 요청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전문가

나 보수 논객이나 진보 논객들이 서로에게 주장하는 비난은 ‘과연 한국이 올바른 양식
을 갖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인가’라는 반문을 해본다. 특히

2000년 이후 등장한 정권
들은 지나치게 자기 정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융합하지 못하고, 학생들이나 사회인에
게 올바른 통일교육의 목표 설정과 내용지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못하
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통일교육은 각 집단 간의 분절적인 불협화음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난맥상을 극복하지 않고 자체적인 통일 논리를 내세워 통일을 위한 시
너지 효과를 상당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존하는 통일교육의 다양한 논의
와 인식들은 대립을 넘어 수렴의 방향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 집단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차이 속에서도 통일교육의 목적인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로의 길을 논의하고자 한
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은 보다 포용력 있는 통일적 기초를 마
련하고자 하는 논리로 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내용은 일단 자
유롭게 논의하는 남남갈등이라면, 그들의 논리의 해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의 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자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남남갈등의 해소와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덕목
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 차원에서

보다 의미 있는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안과 합리성’에 기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대안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통일교육의 인식이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교육의
논리가 보편성을 띄고 집단적, 폐쇄성을 띄는 논리나 지나친 흑백논리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합리성을 근간으로 통일교육을 모색하여, 앞으로 의사소통을 근거로

하여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인식을 벗어나 일상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 바람
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구조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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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기초 규정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통일의 과정으로 오게 하
느냐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한 논란이 잘 풀어지게 하는 길은 바로 통

일교육 전문가들이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우리 사회의 북한학자들이나 통일
교육 연구자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통일교육의 중요한 연구로 다시 상기하여야 한다.

물론 보주주의자들은 진지한 재검토 자체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는 것도 타당하
다. 그러나 분명히 남북한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전개하려면 우리는 보다 다양
한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전개하여야 한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북한 정권은
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침략 의도를 저버리지 않는 집단이기에, 그들과 대화와 타
협을 상당히 꺼린다. 그러나 통일교육에서 말하는 통일은 북한에 대한 일만의 신뢰 인

식을 저버리고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제적으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를 근거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북한 사회를 파악하게 하
는 능력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치열하게 이중적 노선들로 대립하고 있
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노선들은 상호 배치되는 것임과 동시에 논의의 합의를 찾
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여기서

1994년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되새겨 보면, 그 이후

전개된 통일교육의 변천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년 핵 위기 이후 통일교육의 전개

1. 1994

1994년 북한은 강한 핵 개발의 의지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한 북한의 핵 개발 논리가 노리는 것에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북 협상의 피로감이 생겼을 경우, 우리는 미국을 대신하여 북한과의 협상의 관철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현 환경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토대로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남북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했는다는 인식을 가지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북한
이 경제적 낙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해 외교나 군사적으로 남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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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경제 사회적, 정치 군사적 상황이 남한의
경제 발전과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다시 팽팽한 평형을 이루는 상황으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북한의 집권 세력은 북한의 우위를 군사적으로 지속하고자 하며, 남한의

보수 세력은 매우 고양된 방법으로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
인다. 그러나 이러한 평형 상태는 쉽게 비평형의 회귀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현재 한편
으로는 남북관계는 중대한 고비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접근한다면 안정적인 분단 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1994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을 추진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길을 걸었던 것
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자는 견해
는 일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도 상당한 호소력을 갖게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및 무기 개발에 대한 군사적 차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
즉

을 보유했다고 선언하든지 여부를 떠나 북한의 현 상황은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
추되, 그로 인하여 지나친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수 세력은 우리만 하는 비핵화 그 자체가 북한의 핵으로 인한 인질로의 저
자세라고 비난한다. 북한은

1994년 북한의 핵무기확산방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 개
발을 시도하려는 방법을 택하였다. 만약 그 당시 미군에 의해 국지공습이 이루어졌다
면, 오늘날의 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가능할까? 1994년 당시 북한의 중요 군사시설이 파괴되었다면 서울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을 불사하
지 않는 결단은 역사적으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단 이후 북한 핵 관리가 잘 되지 않
은 것은 사실이다. 그에 대해서도 북한은 북한대로 그들의 핵 보유 계획을 줄기차게
추진한 것이고,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비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라 하겠다.
북한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전쟁에서 미국을 포함한 UN군의 참전으로 전쟁
을 그들이 승자가 되지 못했다고 자인한다. 그리고 북한은 비현실적인 스탈리니즘과
공산주의, 그리고 개인독재 숭배가 뒤섞이며, 김일성 일가의 세습이 더욱 더 완결되어
진 상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 북한과의 국지전쟁을 도모하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은 윌리엄 페리 국방부장관에게 작전계획 5027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이는 영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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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시설을 국지 공습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북핵 국지 폭

격에 대항하여 휴전선 근교에서 조준된 장사장포탄을 경기, 서울 일대를 쏠 경우 완벽
하게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울 불바다’론이 현실로 되는 경우, 한국
은 서울이 불바다가 되었다면 평양을 나두었을까? 결국 북한의 사태에 대한 연구는 치
밀한 근거와 내용 속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 위기 이후

1998

년 통일교육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였다.2) 절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보

수와 진보의 냉정이다. 따라서 북한 핵 보유의 진위나 그 위력에 대한 인식을 군사적
정보에서 추진하지만, 통일교육 전문가들은 일반적 국민들이 안보를 인식하게 하기 위
해서는 대북 및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를 잘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보다 객관적인 북한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을 바

로 알려는 학문적이며 실증적인 자세’를 통일교육 내용으로 보강하였다. 그러한 입장
의 연구가 문용린, 한만길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과 추병완, 차우규, 황인표,

박찬석 등의 통일교육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가 중심이 되어 전
개되었다(정세구․추병완․차우규․박찬석,

1999).

통일교육적 분위기는 반공교육이 통일안

보교육으로 그리고 통일교육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정적으로 진
보 정권의 창출을 통해 가능하게 된 일대 사건이었다. 그러한 전체적인 변화가 북한

이해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으며, 남남갈등의 민감한 갈등의 소지를 한편에서는 등장케
하였다. 인식의 폭을 확산하게 하였다. 당시의 상황에서도 평화로의 진척을 통일교육
의 내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안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기류가 전개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평화교육의 요구가 보수 세력에게는 반전교육으로 비추어질 수는 있었다. 그

러나 평화교육의 강화는 안보 위주의 교육을 반대하는 평화논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교육으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에 강조점을 두면서 평화에 심
취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논리는 평화교육을 지극히 협소하게 보는 근시안적 논리를
갖는 경우라고 하겠다. 통일교육은 어떤 경우라도 민족적 비극 전쟁을 막고 안보를 튼

튼히 하려는 논리를 벗어나서는 그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교육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

반공 보수 논리가 위축되면서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었다. 물론 보수의 분열로 인한 어부지리적인 결
과이기는 하나, 통일교육 정책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강한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통일
교육 역시 반공, 안보 논리에서 평화, 통일 논리로 급진전되었다.

- 32 -

남녀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의 구현 방안

보면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안보교육의 조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
러한 사례는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요청된다. 즉 6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사례로 중학년 2학년 도덕교과서에서는 Ⅳ. “민족 통일 문제와 북한의 현실”이라는 단
원에서

1.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2.

북한의 현실,

3.

남북한의 통일 정책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다루는 것에서 아직까지는 북한 인식에 접근하기 보다는

북한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기술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연구 개발 위원회 편,

1996: 229-251).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북한을 이

해하고 제대로 인식하려는 근간에는 남북한의 안보 상황과 평화 조성을 위한 기초를
배우게 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어야 한다.

년의 현실과 통일교육적 지향

2. 2013

2012년 12월 12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은 중국과 미
국에게 통보한 후 이루어진 사건이다.3)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민족사적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자기중심적 논리에 빠진 행태라고 하겠다. 2012년 12월의 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북한으로는 영도력 있는 국가로 스스로 인식할지는 몰라도, 한국 정치에는 대
통령 선거 정세를 뒤틀리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경우는 대북 및 통일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한국 내의 회의론이나 보수 기류를 확산하
는 데 매우 큰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적 신뢰프로세스’는 더 보수적 잣대로

북한을 보게 되었고, 그에 따른 학교 및 사회의 통일교육은 한 번 더 보수적 기류가
더 제공받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의 행태에 대해 바로 인식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도 통일문제 자체가 담고 있는 ‘안보와 평화’의 노선을 가지 위해서는 북한과의

3)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
일인 광명성 2호(은하 3호) 로켓발사시험을 감행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중국에 핵실험 전 통보를 했
다는 것은 새옹지마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분쟁은 국지전적인 압박이 있으나,
그것이 더 확산될 경우가 늘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덕 큰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평화 실천
적 통일교육의 측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에 천착하여 우리의 통일교육이나 대북 정책도
의미를 두면 상당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구(2013), “ 제6장 한국의 대중국 통일
외교: 콘텐츠와 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편, 『통일전략』12(4), pp. 169-1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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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협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6.12-13에 예정된 남북당국자회담이 격의 문제로 좌절
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기류가 더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우
리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에 대한 현실적이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인식
들로의 진정성을 생각하여야 한다. 잘 분석해 보면, 북한의 기형적인 행태는 바로 우리
사회나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의 봉쇄 정책에 따른 그대의 특유의 전략에 기인된다. 따
라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남 및 대미 부정적 의지는 그들 스스로의 위기 극복책이며,

그들의 지향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 실험함을 선전하면서
밖으로 북한의 한반도 우위를 점하려는 강경한 행동주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으로 온 사태에 대해 남북한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한

공동 책임을 남과 북 중에서 먼저 느끼고 반성하는 국가가 더 포용력 있게 남북 관계
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민족 분단을 책임을 느낄 때, 그 책임은 결국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해결책으로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통일교육에서 다루는 방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편은 천안함
사건 이후 연평도 사건으로 악화된 사례를 볼 때, 상당히 의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대비와 진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6자 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서서히 작동하는 유연함과 확고함을 동시에 보여 주
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세력은 현 정권 김정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남북관
계를 추진하려는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체의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 금지를 약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은 계속 되는 남북관

계가 호전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보수 세력의 지지를 원하는 통일교육 전문가들
은 좀 더 객관적인 대북 정책을 상정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UN 제재,

군사적 대비는

인식하면서 6자 회담 제개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실
현하는 것을 유화책이라고 못마땅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

세력이 말하는 대한민국 단독 핵 개발은 더욱 실현성이 부족하고 이는 북한의 핵 개발
제재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대한국 제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소치이다. 남한은
년 ‘우라늄

2004

0.2g 추출실험'으로 인하여 우리 정부는 "IAEA 회원국의 시선이 우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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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지 않다"며 당시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여파 등 걱정이 크다"고 말할 정도였다.

물론 지금의 경우라면 그러한 상황은 아니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그 자
체가 주는 파급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4)

이만큼 우리의 핵 개발은 주변 국가들의 감시와 관리가 매우 깊기 때문에 현실적으
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한 문제를 추구하려는 자세는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줄 수는

있지만, 매우 치밀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핵 무장으로의 통일교육은 학
교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자체가 우리의 국제적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추구

하여야 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북한의 핵무기 현황과 사용에 대한 완전한 관리와
연구를 계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개발 의지는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하는 계기
를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의 보유에 따른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 완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교육자들은 통일관련 인식들이나 대북 인식에 있어
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과의 대화를 현 상황에서
는 정부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인식할 필요는 없다. 대북 문제나 통일 문제
에 있어서 안보 교육이 따로 없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안보

교육은 곧 평화 교육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력보다는 페리가

1994년 영

변 폭격설을 무마하면서 평화적 대북 포괄적 해법인 페리 프로세스의 원칙들을 주장
하였는데, 이를 적용하려는 의지를 한국과 미국이 갖는 것도 중요하다. 매우 어려운 것
이지만 페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3자가 하나의 단위로서 북한을 상대해야 하며, 우리

가 희망하는 북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5)

그러한 것을 파악해 볼 때, 북한의 핵 사태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사회 통

일교육 교육자들에게 ‘북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그들의 인식 기초, 평화와 안보

4) 박신홍, “외교부 "우라늄 0.2g 신고했어야"(중앙일보 2004년 9월 9일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87376(2013년 3월 2일 검색)
5) 연합뉴스 2013년 2월 6일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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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의 폭을 학생들에게 교실이나 사회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 사회는 북한의 상황에서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그에 대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Ⅲ
1.

.

대북 문제에 대한 통일교육의 인식과 실제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갈등적 내용의 기초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이중적이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 사회는 그대

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의 내용에 대해 과감 없이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

인식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교수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

해 당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즉 합리적 인식의 대북한 인식의 교육관이 부족
하다.

우리가 인식하는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한 사회의 지배관계나

지배질서, 지배체제를 지배-피지배 관계에 입각해서 지배와 저항(순응)이라는 도식을
통해 바라보는 데 익숙하다.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데에는 지배와 순응이라는 차원을
넘지 못한다(박순성․고유환․홍민,

2010, pp. 190-191). 그러나 우리는 북한 사회에 대해
잘 모른다. 다만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핵 공격, 선제공격 및 보복, 탈북자의 증언, 북
한 사회의 실질적 인식을 할 수 없는 조건들에 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더
알기 위해서라도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난의 행군’ 이후 벌어지는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통일교육 강의자들은 거시적 북한 인
식에 매몰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시적인 북한 사회의 동태를 잘 파악하고 북한
사회의 일사불란함의 거대담론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북한에 치중하여 파악하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면 남북한의 관계의 호전과 악화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만 기안되
는 일일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반북적 구호나 반공구호로 관계가 변질될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는 통일교육에서 꼭 지양되어야 할 조건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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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일교육 강의자들은 학습자들을 위해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해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게 하여야 한다. 통일교육 내용도 통일로 가는 길
에 있어서 주변 어느 나라보다 미국과 북한을 더 끌어안아야 할 것이라는 학습과 교육
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대전제를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본
다. 미국의 동맹 관계를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북한에 대

해서는 부정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이지
않다면 통일교육의 담당자는 미래지향적인 평화의 논리를 부각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이 정상국가가 되기를 기다라기보다는 불안정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나아
질 수 있는 국가임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즉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호적인 시각을 부정적인 시각보다 더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통일의 한 대상인 북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때도 열정에 근거한 경향성보다

는 진지한 입장을 견지한 이해가 요구된다. 즉, 북한 정권의 현실적인 변화나 수구적인
상황 인식을 민족적 정서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이래로 북한의 변화는

실제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서 많은 변화를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일반 시민들이 북
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북한 인민들의 삶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희망적인 변화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북한 당국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기에 신뢰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가 북한을 신뢰할 만한 사회로 인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세대나 집단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인식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안에서 타

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을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
의 대상으로 북한을 인식하는 동시에 다중적인 북한 인식의 현실을 감안하여 남남 갈
등적 요소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 전문가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통일 문제는 남북한 문제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동북아에 대한 이해에 대해 개방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서로 교류하며 인식을 공유
하여야 할 것이다. 전향적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많은 통일교육 전문가들은 민족
공조냐 한미동맹 강화냐의 갈등으로 통일문제를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양자를 다 함축
한 통일 논의가 안정적 논의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조는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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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년간 인적, 물적, 공간적으로 만들어진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결속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에 통일교육은 보다 장기적인 남북한 관계 및 외
교, 국제 정세의 인식에 대해 수강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이래로 이루어진

통일교육에서 보다 균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및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국제
정세 및 안보교육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 정권을 옹호하는 교육으로의 한계
를 극복하고 우리 체제가 통일로 향하는 중심이 되려면 국제 정세 및 안보적 측면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적이면서 충분히 현실적인 것으로 통일교
육의 중심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실제와 반성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및 분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학교의 교장과 교사이나 정부의 통일 교육원이나 민간 통일교육 단체 등 일선현장 강
의자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내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한
담당 강사들의 현실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보다 기본적으로는 볼 때, 통일교육의
교육목적이나 사용된 교육 자료가 사회적인 오해를 감안한 절제된 접근이 아직은 필
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감정적으로 강의자의 인식 구조에만
얽매이거나 학습자의 마음에만 호소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양자의 생각과 대안이
함께 의미 있는 학습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통일의 과정은 민족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독자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획
일 내지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의 과정은 개개인들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
하는 가운데 전체성 속에서의 유기적인 통합 내지는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로 인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보수가 적어지는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
을,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나친 우월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은 결국 또 다

른 분열과 갈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통일 국가의 이념과 비전은
바로 현실적인 공간에서 그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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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통일 한국의 모습을 1국가 1체제로 되는 것을 가정하여 접근하고 있

다. 이러한 궁극적인 과정에서 휴전상태를 평화공존의 실질적인 면모를 시도하여야 한
다. 이러한 형태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는 준비해야 한다. 휴전 상황에서 평화 체제로

가는 그 자체가 남북의 대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통일 노
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우리 체제와 북한 체제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논의의 개방성 속에서 진척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통
일교육은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전개하여야 한
다.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면서, 각 통일교육 기관들은 현재에 남북한의 체제
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는 데에서도 자기 기관의 통일관에 매몰되지 말고 건설
적인 통일관을 모색하려는 여유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인식과 실천으로 가능하다.

첫째, 통일교육의 내용은 이전보다 민주주의, 평화주의, 포용주의의 보편적 입장과

실천으로 지향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의 접근에 있어서 강의자들의 다양한 인식 정보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평화주
의 그리고 포용주의에 대한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궁
극적으로 통일로의 인식은 보다 보편적이며 보다 포용적인 입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지향에 있어서 북한의 특수성도 인정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 있는 데, 이

는 수렴 통합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저변에는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확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
다. 그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어느 사회

이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각성이 바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
같이 내부 속에서 절대적인 동조를 보이는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떻게 전개하여
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

해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어느 사회이고 동의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어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와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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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건설적인 통일교육을 통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정부가 다양한 국민적 목소리를 잘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

든 정책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다. 그렇기에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의 단발마적인
정책의 구현보다는 먼 장래를 보고 정책을 펼치는 각고의 노력이 요청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접근을 안보적 입장과 평화적 입
장을 잘 활용하여 전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대북 정책을 온건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제적인 상황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안보교육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안보
능력을 고양한 성과도 있다. 이제는 안보교육 못지않게 적극적 안보의 축인 평화교육
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갈
등과 대립 관계 속에서 평화교육 학습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고, 안보를 지키면서 화
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증진에 대해 교육하려는 입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1. 사회 지도층이 앞장선 통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노력
사회 지도층의 합리적인 인식과 미래 전망은 국민 대중들의 안정적인 국론 형성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평화 지향적으로 남북 상활의 문제를 대비
시키는 노력이 요청된다. 역사적으로 사회 지도층의 판단과 태도와 품성은 매우 중요
하다. 신뢰할 수 없는 북한 집단이라는 인식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그에 대한 인
식을 확대하면 통일로 변화하고자 하는 행동을 유도해 보고자 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대책 강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상적인 안정적 분단 관리나 미래 지향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사회 지도층들에
의해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과거, 현실과 미래의 의의를 현실
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 생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교실에서의 불평등 문제 해소가 중요하다. 학교, 학생, 친구, 교사, 학급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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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이 바라는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태를 교육하고 개선하는 의지를 갖추
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은 학급 속에서 따돌림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자주 갖게 하여야 한다. 바로 통일교육은 학급에서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 일상화되
는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렇기에 더불어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통일 과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평화적인 인식, 설득과 화해 그리고 타협이 매우 요구된다는 것이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2.

통일교육 전문자들간 제인식의 포용력 강화

국민들이 자신의 평화 인식과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천이 요구된다. 보수적 인식과 진보적 인식은 보다 더 융합적 능력을 통해 개개인의
평화적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사생결단 내듯이 실제로 지나친 경쟁사회에 들
어가 있는 학생, 직장인, 세대의 인식을 전화할 필요 있다. 대북 전략에 있어서 성동격

서(聲東擊西)의 전략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상호
교류를 강조하면서 정치, 군사 문제는 어렵겠지만, 사회, 문화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
다.6)

결국 남북을 통하게 하는 보수와 진보 논리가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보다 적극적이
어야 할 것이다. 보수는 북한에 대한 인식하는 교육이 보다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취지를 이어 받는 하위법이다. 따

라서 대북 교류와 협력은 우리 사회의 봏수 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서서히 교류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나 남북 학술 교류 에 더욱 적극적
이어야 한다. 즉 보수 세력은 남북한 교류에서 북한의 논리로 확산한다는 인식은 수동

6)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및 월리엄 페리가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봉쇄와 포용을 뛰
어넘는 새로운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입장은 성동격서의 활용이라고 하겠다.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라는 뜻으로,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상대를 교란시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안보와 평화를 단순하게 지향하기 보다는 봉쇄와 포용을 뛰어넘는 양자 활용을
통해 북한의 호전적 논리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하는 의지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
rchpart=article&searchtext=%ed%97%a4%ec%bb%a4+%ed%8e%98%eb%a6%ac&contents_id=AKR2013020
5120600043 2013. 2. 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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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세이다. 이와 대척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세력이 북한의 폐쇄적 유지를 주

장하는 집권층일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북한의 집권층과 대별되는 보수 세력이 강경
한 자세를 가지면 남북 교류는 매우 어려워지질 것이다. 따라서 6월 6일 전후한 남북

교류의 물고를 이어가게 하는 길은 굳건한 통일로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에 일부 통일교육 전문가들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신뢰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박왕자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냉정을 찾아 통일로의 길을 가는 통일로의 저력을 이야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기

이념의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대국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의 길을 찾아 자기
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즉 보수적 통일교육 전문가들은 보수적 국민을 안심시키고

진보적 통일교육 전문가는 남북의 교류 협력과 통일을 이루는 대책을 차분히 설득시
켜야 한다. 만약 그러한 인식이 통일교육 전문가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보수적 국

민은 진보적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진보적 국민은 보수적 국민을 못마땅하게 여기
는 것으로는 남북통일의 대업을 지향하는 국내적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따라서 통일
교육 전문가들은 자신의 보수와 진보 논리를 보다 통일교육의 내용에 접근하여 남북
관계의 청신호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개발하고 근접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이며 전통적인 갈등의 원인은 ‘인재의 활용 미흡’과 ‘다양한 주장

의 융합력 미흡’이다.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잘 포용하며 더욱 더 안배하

고 세대 요구를 골고루 들어줄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을 수렴하여야 한다. 보수적 상

황이든 진보적 상황이든 건전한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보다
냉철하게 파악하여 다양하게 논의되는 내용을 현재 통일교육에 수용하여야 한다.

2010년 이후의 급속하게 강화되는 안보교육적 통일논의는 ‘통일로의 길’에 대해 많은 회의
를 품게 만든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도덕, 사회. 국어 교과 등에서 안보 교육의 내실화와
민족 통합을 위한 평화교육적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입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작 통일교육 내용은 안보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계속 줄고 있다(이범웅·박찬석,
2013, 313-314) 이범웅․박찬석(2013)의 연구에 따르면 근 20년 동안 도덕과의 통일교육
내용은 계속 줄고 있다. 더 이상의 교실 속에서의 통일교육의 방기는 ‘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육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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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반영 비율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2009 개정

5.9
25.0
20.0

10
12.5
50.0

11.25
25
6.6

6.3
-

초등학교(3-6학년)
중학교(2학년)
고등학교(1학년)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6차 교육과정의 경우에 비하여 7차 교육과정 시기인

교육과정

1998년 전후한 시기

에 통일교육 내용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전 정부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2007년 이후 통일교육은 그 내용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 사회는 다소 보수적으로 통일논리를 강화하였고, 안
보와 평화를 두 축으로 하는 현실적인 민족 논리, 열린 민주주의, 평화주의를 실천하려
는 통일교육 교육목표가 주도하였다. 이제 새 통일교육은 보수와 진보 세력들의 민족
통합에 대한 교육목표에도 대자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박영민, 2013: 19). 그래서 한반
도의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이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내부적 국민통합을 위한 논리들
이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어서 안보와 평화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논리들이 새로운 통일교육에서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통일교육이 우리 내부를 소용돌이치게 하였던 다양한 논리들에 대한 반성이며,

북한의 변화를 열린사회로 추동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우리 사회의 성찰을 담
을 수 있어야 한다.

Ⅴ

.

결론

남북한 간의 평화와 협력의 자세 및 통일 실현의지 함양을 추구하는 길은 우리 사회
의 남남갈등의 해소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남북관계가 냉각되어 있으면 남남갈등도 조

율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우리 내부의 갈등은 더 거세질 위험이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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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과 미사일, 우주개발 그리고 플루토늄, 우라늄 등 다양한 핵과 관련한 난제를
끌고 나와, 미국과의 협상을 맺으려고 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

리의 선택적 행동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우문을 던질 수는 없다. 바로 분명한 통일교육
을 통해 우리가 주도권을 주고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말하는 통일교육에서의 국민 통합적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수는 극단적 보수의 행동주의자들을 추앙하고 진보는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이러한 작태는 극복되어야 한다. 건전한 보수와 진

보가 극단적 보수와 진보를 건전화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은 민족 공동체의 장기적
이고 거시적인 통합에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구의 유입과 통합과정
을 대비한 통일 사회에서는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 흥분된 언사나 행동을 하는 통일
교육 관계자들에게 학생들이나 국민들을 맡길 수 없다. 북핵을 막기 위해 우리의 핵

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 정세를 모르는 외침이다. 그들의 요구가 분출되는 경우 그

것은 우리 또한 보편적 국제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이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충분한 대비를 하는 동시에 평화 정착, 남
북 신뢰를 대해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북한의 전략과 전술을 기계적으로 파악하고, 너무 민감

하게 반응하던 기존의 방향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일단의 남남갈등이나
남북갈등은 신뢰를 쌓기 어려운 것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서의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파악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해 정보기관의 사실에 입각한 파악도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남북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통일 세대를 육성하는 과정을 잘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시적으로는 교실이나 현장에서 민족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용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

한 방안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성동격서”의 치밀한 프로그램으로 조금 조금씩 평화로
의 길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분명히 남북 구성원들은 개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통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떠한 위기 상황이라도 북한에 대한 특사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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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더 이상의 위기 고조는 북한의 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마음에도 존재함을 인정하고 통일의 길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우리 안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이 기초되어야 한다. 통

일교육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객관적 이해는 사실
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을 상대의 입장에서 이

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
려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남북한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덮어줄 수 있는 포

용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남북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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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 tudy on the practice of

unification education in S outh Korean

for solution Between the rightist and the leftist conflict

Park, Chan Seok
This Study is that the rightist and the leftist confliction in South Korean is not
seen to be cost consuming and be in dispute through detailed proof. So, this study
is search for the solution as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has a new understanding unification education that the resign
from NPT of North Korean is experienced in the 1994 and that North Korea's
successful 3rd nuclear test in the 2013 are difficult obstacles in many perspectives
of making problems in forwarding peace & unification.
Second, this study find out the rightist and leftist Koreans’ preference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North Korean problem in the practice.
Third, this study is looking for the solution that the rightist and leftist Koreans’
conflict can be universally recognized and be truly aware.
In this way, This study can catch the alternative and the rationality for the solution
for the rightist and the Koreans’ conflict.
Key Words: the rightist and the leftist conflict in South Korean, r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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