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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가치
“평화ㆍ통일교육,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및 평양 선언, 그리고 이어지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이야말로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중요한

북미 회담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탈북학생들과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함께 지내는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새로운 평화공존의 시대를 연습해

통일의 과정에 초점을 둔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 분단 상태에 대한

보는 ‘미리 온 통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성찰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남북 체제통합이라는 통일의 결과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새로운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라는 통일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화·통일교육은 나와 이웃
사이의 평화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리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평화적, 비평화적 관계에 대한 고찰로 시각을 확대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큰 비평화적 관계인 남과 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성찰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의 평화·통일교육은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배경 및 경험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한국에서의 상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삶을 둘러싼 일상적, 사회적, 국가적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아래
학생들이 한국의 새로운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추구할
것이며, 학생들이 한국에서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갈등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이전과는 다른

그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학생의 수도 꾸준히 늘어나, 탈북청소년

대안적인 삶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이

교육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된 해인 2008년에는 966명이던 탈북학생이

추구하는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2,538명이 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탈북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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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통일부 장관)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으로 발간되는 〈교육개발〉 겨울호가 더욱 의미 있는 내용이 되리라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어진 남북 화해의
분위기는 믿기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까지 연출하게
된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의 두 정상이
판문점의 경계를 무색하게 만들며 손을 맞잡던 장면,
도보다리 위를 걸으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던 장면, 싱가포르에서 북미의 정상이
처음 만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한발을 내딛던
장면이 그것이다. 그러나 급변할 듯 보이던 남북관계는
최근 또다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의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개발〉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연철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김연철입니다. 〈교육개발〉 파워
인터뷰에 초대해 주시고, 반상진 원장님을 뵙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남북의 정상은 유례없는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다양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미 관계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자체, 체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요구가
있지만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다 보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평화와 통일, 그리고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고민하고

지난 11월 13일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김연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만났다. 2019년 4월 제 40대 통일부 장관으로

통일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면서

취임한 김연철 장관은 연구기관, 학계 등을 두루 거치며

여러 계기를 활용하여 재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평화통일 정책의 경험을 쌓은 한국의 대표적인 통일정책

통해 북미대화의 재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전문가다. 반상진 원장은 김연철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강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그리고 교육이 나아가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등 관련 국가 및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확대해 가고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교육정책전문지 〈교육개발〉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교육개발〉 봄호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을 시작으로 여름호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님,
가을호에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여 장관님과의 인터뷰를 기획하였는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남북미 관계가 급변하면서 남북관계가 우리 일상의 문제로
들어오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분들께서 북한·통일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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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많은

‘평화경제’의 꽃을 피워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 분야의 교육정책을

DMZ 종합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MZ는 군사적 의미뿐만

연구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개발〉을 통해 지면으로나마 고민과

아니라 철원의 태봉국 철원성, 고성의 환경 생태 공간, 파주 판문점 등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경,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반상진 지난 2019년 4월 8일에 취임하신 후로 어느덧 8개월이

이 모든 일이 장기 과제가 되겠지만, 우선은 그동안 각 기관에서

흘렀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정책은 어떤

해오던 작업을 모으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나가려고 합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소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해
나가는 것입니다. 70년 분단의 비극을 넘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의 목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평화경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
키워드

국민적 요구임에 분명합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

저는 ‘평화경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감에 따라, 평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천명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남과 북, 국제사회가

경제가 평화를 다지는 데 다시 역할을 하는 것이 ‘평화경제’입니다.

함께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도 하셨지요.

개인적으로도 ‘평화경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

비무장지대에 상호 안전보장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남북 간, 북미 간

나름의 전략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합의 이행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접경 지역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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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부터 시작
해야

저는 접경 지역에서부터 ‘평화경제’를 시도해 보는 것, 그래서 정말
작지만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업부터 해 보고자 합니다.

것이 이상적인 ‘평화경제’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평화경제’는 이러한
중장기적 비전과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사례처럼 ‘평화경제’는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가능한 것

대성동 마을 주민이 누리는 일상의 평화, 서해 어민들의 어장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지는 평화와 같은 것입니다. 대성동 주민의 경우,
확성기 방송을 할 때의 삶과 확성기 방송이 꺼졌을 때의 삶은 비교할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는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경제’는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접경에서부터 작은 평화를 구축하기 시작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평화경제’의 소중함을

중장기적 계획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평화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실천 사례는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

총괄부서로서 타 부처와 협업하고자 합니다. ‘평화경제’와 관련된

입니다. 이는 1, 2차 세계대전을 치른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는 그런

성과들은 저 개인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평화를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로 접경지대인 루르 지방에 설치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경제협력을

것인데요. 전쟁 물자에 가장 중요한 석탄과 철강을 공동관리, 공동

견인하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이

생산, 공동 이익으로 운영하였으며, 결국 이는 EU 통합의 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되었습니다.

반상진 지난 DMZ 평화경제포럼에서 저도 ‘평화경제’의 개념에 대해

이 석탄 철강 공동체는 1952년에 출범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처음 접하고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화를 통한 경제의

평화가 찾아와서 상황이 좋아진 시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유인, 그리고 이니셔티브를 경제가 아닌 ‘평화’로 설정한다는 것이

속에서도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인상 깊었는데요. 이러한 ‘평화경제’의 패러다임이 국민들에게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경제’는 남북관계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셔서 ‘평화경제’

긴장 상태이고 소강 국면인 상황에서도 어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의미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상진 그동안 세 차례의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및

땅이 비옥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져

평양선언, 그리고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평화모드가
급진전 되리라 기대했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근 소강

다시 땅이 비옥해지는 것과 같이 ‘평화경제’의 선순환

국면으로 남북관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해결,

시스템이 남과 북의 경제를 뒷받침하리라 생각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김연철 예전에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평화경제’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비옥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져
다시 땅이 비옥해지는 것과 같이 ‘평화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리라 생각합니다. ‘평화경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남북관계 항상 가다 서다 반복하기 마련, 꾸준히
진전하면서 미세한 발전 이뤄와
뚜벅뚜벅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오해가 “남북관계에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는데, ‘평화경제’가 가능할까?”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가 우리 앞의 현실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생각

진전되어 남북 경제협력이 동북아의 지역경제와 더 크게 협력하게 되는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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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소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들이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남북관계의 재개를 위한 동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 가는 한편,
법과 제도 개선, 의제별 회담 대안 마련 등 내부적으로도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철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미국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가면서 진전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강산 관광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김연철 남북관계는 늘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남북관계 자체가 이중

반상진 통일부는 종합적인 성격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

적이고, 과거의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협력 관계도 만들어

입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확대되고 교류협력이 전면적으로 활성화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진전하다가도 과거의 불신이 재현되기도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

합니다. 또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미 삼각관계 때문에 북미관계가

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사이의 유기적인 분업과 협치를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가다 서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왔지만, 돌이켜 보면
단순히 가다 서다의 반복만이 아니라 꾸준히 진전하면서 미세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소강국면을 어떻게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위해 법·제도적 측면 지원과 함께 적극적이고 든든한

소강국면에서 나름대로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진전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 수행해 나갈 것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북미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남북관계도 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북미관계가 선도한 경우도
있고 남북관계가 선도한 때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통일부 장관으로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해결의 길은 험난하기 마련이지요. “천

김연철 이제는 남북교류협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와 민간, 지자체가 서로 역할을 하면서 보완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분권과 협치’의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뚜벅뚜벅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가다

원칙하에 민간과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한다는

보면 어느새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가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

방침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중앙집권형에서 분권·협치형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지난해 남북의 정상은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다양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함께 확인한 ‘완전한

지난 7월에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두 차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명시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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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법령상 이유로 직접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만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교류의 끈을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긍정적인 변화
들이 쌓이고 남과 북의 신뢰는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

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도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했고, 서울시가 인도적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직접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은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주체입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끊임

김연철 현재 교육 분야와 관련된 지원과 협력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남북 교육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남북 학생
공동 체험, 문화교류 등 자체적인 교육협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없이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묵묵히 남북교류협력의 좁은

통일부도 교육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길을 걸으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닦아왔으며, 때로는 민간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협력하면서 지원 방안을

정부의 메신저 역할도 해 왔습니다.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를 개소하여 민간과

교육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남북관계와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 준비부터 방북, 접촉, 대북제재 면제와

통일의 문제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련의 교류협력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 지원, 전문 상담 등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단일화된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과정에서 남북의 인적 교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만남과 소통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남북교류에 있어 정부와 민간 간에 조화롭고

기회가 늘어날수록 긍정적인 변화들이 쌓이고 남과 북의 신뢰는

유기적인 분업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 청소년과 만나

나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다면, 기성세대가 쌓은 공고해 보였던 분단의

민간교류를 통한 남북 주민들 간의 만남은 분단의 장벽에 균열을 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작지만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남북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지닌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은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남북 청소년이 만나
교류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의 교육협력은 새로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반도의
균형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정부는 법·제도적 측면 지원과 함께
적극적이고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반상진 인도적 지원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인도적 지원으로 많은
물품과 자원이 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와 통일의 문제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의 문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 위해 남북 인적 교류는
필수적 요소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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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돕는 시혜가 아니라 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역량을 극대화하며
상생의 계기가 되는 길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상진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사업도 더욱 활성화

정부의 역할은 ‘주체’에서 교육 현장의 ‘지원자’로
변화해야
교육자치가 강조되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 등 여러 문제에
장관님께서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연철 통일교육은 ‘통일’이라는 콘텐츠와 ‘교육’이라는 틀이 합쳐진

김연철 통일부 차원에서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식공유사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지방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공유사업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

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모두 통일교육에 있어 중요한 주체이지요.

다만, 주로 북한학자들을 국제사회의 많은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통일문제 및 교육정책의 전문성이 시너지

하는 것입니다. 북한 학계도 환경, 산림, 신재생 에너지 등에 관심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협력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고 의지가 있어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교통일교육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를 운영하

반상진 현재 학교통일교육은 통일부(통일교육원), 교육부, 각 시도

면서 상시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교원들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으며 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발전 워크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범위를 넓혀

또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국가교육회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고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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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첫째, 한반도에서는 ‘통일을 위한 평화교육’이 필요합니다. 반전이라는

‘주체’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소극적 개념에서 출발한 평화교육은 핵·인종차별·생태계 파괴 문제의

‘지원자’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자치가 강조되면서

해결 등 적극적 개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분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통일교육은 평화를 위한 교육이자,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부는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문가, 교사,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일정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체험
프로그램,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상 클립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상진 이번 〈교육개발〉 겨울호의 특별기획 주제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교육’을 다루고자 합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교육은 그간의 안보중심 교육에서 평화와 이해, 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 지침서 등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 그리고 장관님께서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정입니다. 남북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기법, 북한 주민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태도 등을 길러 주는 것이 한반도에서 필요한
평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제반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평화감수성을
키우고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이는 분단의 극복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통일문제는
우리 사회 내 갈등이 심한 쟁점 중의 하나이지요.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공통점이라도 도출하여 그것을 점점 확산해 나가는 노력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존 『통일교육 지침서』 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교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 70여 명이 개편
작업에 참여하여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15개 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통일교육주간에는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에 400여
명이 모여 통일교육의 목표부터 중점 방향 등에 대한 비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논의를 심화시켜 나간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평화감수
성을 키우고,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다양한 목소리를 소음이 아니라 화음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지난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소음이
아니라 화음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필수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와 합의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김연철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의 시기를 지나 지금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과목 신설 등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하고,

평화·통일교육으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은

참여·소통형 교수 기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콘텐츠도

통일교육의 강조점이 변하고 안보교육의 강화 분위기 속에서,

기본적으로 분단의 역사, 남북관계의 전개 등을 담고 있지만, 타자에

통일교육의 편향성 지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대한 이해와 배려,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있도록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향후에도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더욱

통일교육은 평화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통일로 번져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이 정권 교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정교화시켜 확대해 나가고,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반상진 통일은 우리에게 직면한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점점 상당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보면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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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통일문제를 다양하게 접해 통일 상상력 확대, 통일의 문제를 일상의 문제로 인식해야
모든 교원이 통일교육의 핵심 전달자, 사이버교육 등 교원을 위한 통일교육 콘텐츠 강화
할 계획

김연철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통일문제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은 현재 단일 교과가 아니라 ‘범교과학습주제’로 연간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교과도 통일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으며, 이는 통일
상상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통일은 민족공동체 회복, 정치 체제 통합 등 이념·체제의 논리가
아닌 일상의 문제입니다. ‘DMZ 평화의 길’ 개방,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문제 등을 보면서 우리는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도덕·윤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어, 지리, 경제, 체육, 음악 등 다양한
과목과 접목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북한과 통일문제가 일상 문제로 다가가기 위해 여러 과목과 만나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영역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교과와 통일의 만남은 진로, 직업, 가치를 재생산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이 많은 지금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경제’가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특정 과목 교원이 아닌 모든
교원이 통일교육의 핵심 전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도 교원
대상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내 교육, 사이버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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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일교육원에서 교사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이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이버 통일교육의 질과 여러 가지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통일역량과 평화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 이외에 TV, 인터넷, SNS 등에서 접하는 북한·통일 관련 기사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습득하는 것보다 ‘통일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분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북한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어떤 통일 한반도를 꿈꾸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남북의 제도적 통일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벗어나 관용과 어울림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듣고 공통점을 찾으며 점차적으로
차이를 줄여나가고 갈등 해결 능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청소년들의 통일을 위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화를
위한 연습이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이후의 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범적인 평화국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갈등 해결의 경험을 길러 주고 상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습관이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의 문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도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힘을 믿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능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통일부 장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반상진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를 위한 ‘평화경제’, 평화·통일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신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교육원의 원장도 역임하셨고, 현재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계신데요. 쌓아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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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통일교육 분야에도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 제안 부탁

김연철 중장기 비전과 전략은 연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전략과 비전이라는 것은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연결됩니다. 연구기관들이 나름대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처 장관의 입장이 되어
보니, 국책연구기관과 정부 사이에 좀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연구기관과 좀 더 활발하게 협업하여 중장기적 비전을 갖춘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부처는 현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므로 과감한 정책의 제안이나 수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구기관은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통일부는 평화·통일교육을 학문적으로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고 이를 학교통일교육에
접목시켜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실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의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해 오고 있으며, 미래교육연구의 일환으로 북한과 통일교육을 다루면서 남북한 교육 비교, 탈북청소년
교육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공론의 장과 협업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많은 연구진, 시도교육청, 교원
등에게 이러한 움직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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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철

통일부 장관

Profile

• 통일부 장관 (2019-현재)
• 통일연구원장 (2018-2019)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 (2018)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2010-2018)
• 前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08-2010)
• 前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2004-2006)
• 前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02-2004, 2006-2008)
• 前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199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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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교육
이기범(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학교 현장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임정진(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구사)

학교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 중심 접근법이란?
오기성(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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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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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교육
이기범(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지속가능한 평화의 뜻
우리 삶에 소중한 것들은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 사랑과 우정, 친절과 관심 등이 그러하다. 평화도
마찬가지로 없어져야 소중함을 깨닫고 회복하려고 애쓰게 된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야 안정과 평온을 찾으려 하고,
분열과 폭력이 치열해져야 화해와 대화를 추구한다. 평화가 사라지기 전에 폭력을 예방하고 갈등을 감소하려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해야만 평화를 지속할 수 있다. 평화교육이 바로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노력이다.
평화는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변혁’을 뜻한다. 평화는 갈등과 폭력 그리고 그것을
초래하는 편견, 차별, 억압, 착취, 인권 유린,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더 정의롭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변혁’이다(Bar-Tar, 2009). 그러므로 평화교육은 폭력을 감소하는 소극적 평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한다. 어떤 사람들은 남북이 아직 대치하고 있으므로 평화교육과
안보교육을 대비시키면서 안보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보교육은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가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소극적 평화와 ‘현상유지 노력’에 치중한다. 반면에 평화교육은 이상주의 입장에서 개인, 사회, 국가, 세계의 정의를 증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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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평화와 ‘현상변혁 노력’에 집중한다. 국제사회는 이런 이분법의

시작된다. 이런 인식을 위해 통합된 체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목표를

과정에서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함께

채택하여 군사력 위주의 안보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즉, 마음의

확대하는 안보를 지향하고 있다. 평화교육은 인간안보의 뜻을

평화나 생태계의 평화보다는 관계의 평화를 실행하고 체험하기가

반영하여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더 쉽기 때문이다. 평화가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학습이

특히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소극적

어렵다는 고충을 감안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예를 들면, 학급에서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함께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그 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면서 그 이행방안의
중심으로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의
계획은 ‘평화와 정의의 제도화’를 하나의 목표로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경제발전이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모든 목표의 이행 원리로 채택한 것이다. 남과 북은 SDGs 이행의
당사국으로서 개발협력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야 할 공동책임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건을
파악하고 창조하는 평화조성(peace-making), 실천과 확산에
의한 평화유지(peace-keeping), 제도화를 통한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과정이 평화교육에서 학습되어야 한다.

일어나는 다툼을 예방하려고 공동으로 시도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수련하기보다 쉽다는 것이다. 관계의 평화가 증진되면 그 결실이
마음의 평화로 들어가고 생태계의 평화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확산의
방향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교육의 목표
평화교육은 직접적인 폭력을 예방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간접적
폭력(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감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Galtung(1996: 19-20)의 폭력 유형 구분에 의하면, 전쟁,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은 직접적인 폭력이고, 법과 제도의 모순, 빈곤 그리고
지속적인 착취와 억압은 구조적 폭력이다. 인종, 젠더 등 다름에 대한
편견, 모든 인간의 언행을 똑같게 만들려는 동질화 충동과 자기성찰의
부족은 문화적 폭력이다.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평화교육의 범위, 목표, 과제
평화교육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를 증진하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평화교육의 전제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갈등을 이해하고
중재해서 변혁을 향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갈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없애려는 시도 자체가 폭력이다. 그런 믿음으로
평화교육을 수행하려면 먼저 그 범위, 목표, 과제가 타당하게 설정
되어야 한다. 설정이 모호하다는 ‘설정 문제’가 평화교육의 실행을

정당화한다.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특정 개인과 집단의 자격과
권리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인식, 제도와 행위로서 간접적 폭력이라고
분류되지만 직접적 폭력 이상으로 고통을 초래한다. 한반도
평화교육에서는 폭력의 유형으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이라는
분단 폭력을 추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쟁, 학살, 처형 등의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문화적 폭력은 학교교육, 사회매체, 대중문화, 예술, 종교 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Bar-Tar, 2009). 우선 정의를 살펴

통하여 구조적 폭력을 합리화하고, 무력에 의한 문제해결이나

보면, 평화교육은 개인 내부, 개인들과 집단들의 관계, 국가 관계

군사적 폭력 같은 직접적 폭력을 촉발한다. 학교에서 직접적 폭력을

그리고 지구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폭력을 예방하고 조정할

근절하도록 노력하는 한편으로 문화적 폭력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수 있는 지식, 기능, 가치를 증진하는 과정이다. 그 뜻을 하나씩

학습을 장려해야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알아보자.

고리를 끊을 수 있다. 학교 평화교육에서 문화적 폭력을 일상에서

1. 평화교육의 범위

감소시킬 방안을 확산하는데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일상에서 겪는

평화의 범위를 자아와 조화되는 개인의 평화, 타자와 타국과 조화되는

차별과 편견의 경험을 학습으로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으로부터 대부분의 폭력이 번식하며,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관계의 평화,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의 평화로 구분하는데, 평화교육은

폭력보다는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적

특히 관계의 평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각 범위의 평화를 개념

폭력은 부당한 편견을 수용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에 유의하여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지만 평화는 중층적으로 연결된 통합체계를

자신의 편견을 검토하는 자기이해와 자기성찰을 강조해야 한다.

이룬다. 평화교육은 자신이 중층적 평화체계 내에 존재하며 그

자기성찰의 부족도 문화적 폭력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층위들을 연결하는 행위자(agent)라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서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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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자기 안의 동질성 충동과 편견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배경과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공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태도와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이 가장

소통에 ‘진영논리’가 큰 장애가 되고 소통이 대부분 ‘색깔논쟁’으로

중요하다.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학습(평화조성과

전락하기 때문에 분단을 사회갈등의 으뜸 요인으로 꼽는 것이다.

평화유지)을 통해 법과 제도의 개선에 참여(평화구축)하는 역량을

현실에서는 직접적 폭력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런 갈등의 수면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밑에는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더 거대하게

3. 평화교육의 과제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화적 폭력, 특히

평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를 육성해야 한다. 지식은

개발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교육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해를 촉진하고, 기능은 실천을 통해 개발되며, 가치는 태도와 성향을
형성한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어떤 교육에서건 발달의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평화교육이 다른 교육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식의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가치를 체화(embodied)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 기능, 가치에 관하여
가르치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활용하여
갈등상황을 실제로 해결하는 역량을 진작해야 한다. 그래서 평화로운
사람이 ‘됨’, ‘특정한 존재가 됨(to be)’이 관건이 되는 교육이므로 더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태계 안에서, 자신에
대하여 평화롭게 됨이 과제이므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화교육의 난해성은 학교가 평화의 덕(virtue)을 장려하고 실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타자에 대한 합당한 인정, 상호이해,
소통, 신뢰, 협력과 같은 ‘덕’들이 구성원들의 관계와 구성원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평화의 덕을 활용하여 지혜롭게
판단하고 부단히 실천하면 ‘덕’이 습관화되고 태도로 정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의 유효성은 교육이론에서 이미 널리 공유되고
있다. 도덕 판단의 발달로부터 참여 문화의 장려로 관점을 전환하고
‘정의공동체학교’를 설립한 L. Kohlberg, 그리고 ‘이성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 ‘습관의 뜨락’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R. S. Peters를
익숙한 예로 들 수 있다. 학교공동체에서 덕을 ‘체화하는 학습(embodied
learning)’을 통해 지식, 기능, 가치를 증진하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교육의 방향
지금까지 평화교육의 일반적인 범위, 목표, 과제를 정리하였고, 이제는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폭력을 감소할 수 있도록 지식, 기능, 가치를

먼저 남과 북의 상호 적대감이 물리적 경계뿐 아니라 남북과 남남
사이에 마음의 경계를 높게 세웠다는 것을 이해하자. 남북의 경계는
적대적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의 인식체계로 고착되었다. 남과
북은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선/악, 우/열, 이성/감성, 주체/괴뢰 등의
대립 체계를 굳혀 갔다. 이항대립의 인식체계는 상대에게 작용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거나 잠재할지도 모르는 ‘타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폭력을 주동했다. 국가폭력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타자들을
‘친북’과 ‘종북’으로 낙인찍는 문화적 폭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남과 북 사이에 세워진 마음의 경계는 우리 사회 안의 타자를 부정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형편이니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적과 비국민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거세다. 다름과 다양성은
위험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친북’을 기준으로 그어진 경계로부터
각종 경계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적과 타자들이 생산된다. 이주동포,
국제결혼여성, 이주노동자, 여성주의자, 장애인, 성적 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손쉽게 증오하고
‘비국민’으로 낙인찍는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가 크게 늘어나서 우수한 ‘인종’은 찬양하고 열등한 ‘인종’은
‘청소’해야 한다는 ‘국가인종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조차 거론되는
실정이다. 교육제도와 대학입시가 결국 ‘우수한 인종’ 1%를 추려
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인종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비판된다(나인호, 2019). 마음의 경계는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공론화를 통해 조정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킨다. 분단으로
인한 마음의 경계가 문화적 폭력으로 왜곡되어 각종 폭력을 격화시키고
있으므로 평화교육을 통해 감소하려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교육의 방향을 논의한다. 어느 사회이건 갈등을 촉발하는
특정한 요인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종, 인도의 경우에는
종교가 그러하며, 한국의 경우는 분단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최근에 발표된 [Global Peace Index 2019]에 의하면 남한의 순위는
55위로서 다른 사회발전지표보다 현격히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단이 그 원인일 것이다. 그렇다고 분단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역갈등, 계층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등에 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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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경계를 낮추려는 평화교육은 공동탐구로 진행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Dewey(1916: 255-258)에 의하면,
공동탐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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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검토하거나 상상하여 더 타당하도록 다듬어 가는 소통의
과정이다. 우리 사회에 세워진 마음의 경계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공동으로 탐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탐구가
요구된다. Dewey는 공동탐구를 ‘상상의 리허설’이라고 부른다. 마음의
경계가 어떤 폐해를 낳고 있고 낳을지를 상상하면, “타자를 증오하고
타자로부터 분리되려는 행동은 결국 우리 안에 증오와 분리를
확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Dewey,
1923: 516). 공동탐구를 통해 편협한 마음의 부작용을 토의하고
상상하면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
또한 상상력은 자기 안의 경계와 증오를 깨닫고 사람들의 관계를
가로막는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운다. 상상력은 타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북돋는다. 타자와 새로운 관계를 상상한다는 것은 타자의

더욱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 사람들을 동등한 행위자로

존재를 인정하고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며 누구나가 경계의 희생자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도 남 사람들을 인정하는 상호인정(mutual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이 일상에서 무시당하고

recognition)을 통해 평화의 동반자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

배제되면서 겪는 고통이 분단과 연관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남북

마지막으로 자기 판단기준의 수정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갈등과 남남 갈등이 분단으로 얽혀있다고 추론하는 힘이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북 사회의 특수성과 이질성 중에서

상상력이다. 사회적 상상력은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연결

개선되어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짓고, 자신의 치유와 타인의 치유를 연결할 수 있다. 상상력은 경계에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북에서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고

구속된 자아가 아니라 ‘더 커진 자아(enlarged self)’를 전망하게 하고,

강조하는데 이 문구는 전체주의 사회의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경계 너머에 있는 타자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배워서 남 주냐?”라는 말처럼 남의 기준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공동탐구를 통한 상상은 타자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배움의 공익적 목적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질성에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관점을 더 타당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갖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수정함으로써 더

조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교육은 분단시대를 넘어가는 ‘위대한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소통의 여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모험’이다.
남북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모색하는 공동탐구의 방향을 선행

평화교육의 방법과 참고자료

연구(이기범, 2019)에서 논의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화교육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최근에 불거진

첫째, 북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하고 북을 공정하게 이해하려고

한 고등학교의 교육 ‘편향성’ 사태를 접하면서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시도한다. 그렇다고 북의 정치체제나 핵 개발을 지지하자는 말은

한다는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선 어떤 지식이든 특정

아니다. ‘북맹’을 지양하자는 말처럼 북에 관해 왜곡되지 않은 정보와

관점이 반영되어 있고, 어떤 관점이든 편견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추구하자는 뜻이다. 분단을 유지하려는 거짓과 속임수에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은 편향적이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희생되지 않으려면 북에 관해 사실에 기초한 ‘진짜 지식’이 필요하다.

것을 깨닫고 중립성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를 공유할 수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북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북에 사는

있다(McCowan, 2010). 다만 강한 편향성은 지양해야 하므로 교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탐구과정에서 중립적인 진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 등을

수 있을 것이다(Frank, 2018: 15). 둘째, 북의 사람들을 자유의지와

통해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평화교육을

선택능력이 있는 행위자로 인정한다. 흔히 북 인민들을 생각 없이

실행하는 방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독일의

체제에 복종하는 의존적 존재로 여기지만,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할 수 있겠다. 그 내용은 “학생에 대한

선택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많은 전문가들이 입증하고

주입과 교화 금지, 논쟁적 주제는 교실에서 논쟁을 진행, 학생의

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추진하는 능력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심성보 외(201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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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살펴볼 수 있겠고, 예민한 주제들을 교실에서 탐구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Noddings & Brooks(2017)의 안내가 유용하겠다.
공동탐구의 방식으로 평화교육을 펼치기 위해 특히 모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둠으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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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참고자료를 제시했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의 유무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교사와 학생이 평화라는 의미를 공동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하면 평화교육에 유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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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임정진(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구사)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2018. 4. 27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이 가장 중심적인 화두였다. 그간 안보교육, 탈북민 이해 중심으로 운영하던
통일교육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교육 정책 방향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우선 변화의 시작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행된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나타났다. 명칭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으로 바뀌었고, 목표에서도 평화 의식,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추가하였다. 뒤이어 교육부에서도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고
민주시민성 함양의 통일교육의 방향을 표방하였다.
우선 통일교육은 왜 평화교육과 만나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운다.”
이 유네스코의 문장은 짧지만 긴 여운을 가진다. 식민지, 분단, 내전을 겪은 우리 땅에서는 이념 대결의 과정에서 가족, 마을,
민족이 나누어져 이산가족, 민간인 학살 등의 분단 폭력이 이어졌다. 또한 분단 의식은 여전히 사회, 문화 곳곳에 심리적인
기제로 작동하면서 적대적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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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단 70여 년의 갈등과 분쟁을 넘어 한반도의 통일의 과정에서

경기도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서에서는 통일교육 핵심역량

평화라는 가치를 구체화하여 확장하는 교육, 즉 학생들이 평화의

으로 화해 역량, 평화 역량, 통합 역량으로 제시하면서 통일 시민이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3).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교육이 필요하다. 분단체제가 낳은 타자에 대한 적대성을 파악하고,

평화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능력, 장기적으로 적으로 인식해 왔던

과거와 현재의 갈등과 폭력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말을 걸고, 의사소통 하고, 상호갈등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삶의 가치로서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미래의 남북한, 동북아, 세계시민으로 공동체를

평화·통일교육은 통일 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갈등 조정, 협력과
연대, 평화감수성, 여러 공동체와 공존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으로 자유,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타자 이해 등 시민성 함양을 주로 한다. 따라서 분단 및

구상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능력을 기르는
행위로 다시 정립해야 한다4). 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 교육활동을
펼치자면 학생들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문화, 교실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비평화적 상황에 따른 비판적 인식과 성찰이 필요하고, 평화 역량을
함양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를 모색하는 방향을
지녀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선과 내실화
현 2015개정 교육과정 특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통일교육을
살펴보면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통일 역량을 키우는 데 부족한

지식보다 역량
“중학교 때 ○○시간에 통일을 배웠는데, 그냥 뭐 통일해야 하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만 배워서. 시험을 위해서 배우니까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 도덕적 상상하기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올바른
과정을 탐구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기른다.” 5)라고
제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통일의 올바른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금 생각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고 별로 와 닿지도

내용을 반영하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에서 의지를 넘어 통일과정의

않았던 거 같아요.” -학생 1-

평화적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통일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통일수업, 통일교육에 대해 나눈

또한 북한에 대한 이해도 평화와 공존의 관점의 상호이해 방식에

대화 중 나오는 학생의 이야기이다. 학생들은 지식을 암기하고 주입하는

기반하고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존중하고 협력하여

방식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고 토론하여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담아내야 한다. 교육과정

판단하는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필요성,

성취기준에서는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당위성을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행동주체로서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6) 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성장하는 역량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 교과서에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이 현행화되어

OECD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Creating
new value),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책임감 가지기(Taking responsibility), 세 가지로

서술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협력, 갈등 발생시 해결하기 등 이질적인
집단들내 상호작용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정의하고 있다1). 이러한 교육 분야의 세계적인 추세가 현 교육과정에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반영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일컫는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교실 수업을 하려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역량은 지식, 기능, 전략, 태도,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활용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 교과별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아는 것을 적용하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통일교육 수업 자료는 교과 교육에 관심이 높고 평화·통일교육에

2)

이해된다 .

3) 박성춘, 통일교육 핵심역량, 경기도 통일시민 인정도서
4) 조정아(2018), 2030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5) 초등학교 도덕 성취기준 [6도 03-03]

2) 윤종혁 외(2016), OECD Education 2030 미래교육과 역량을 위한 현황분석과 향후과제

6)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 성취기준 [9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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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역량을 쌓은 교원들이 자료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수업 사례, 아이디어
사례 공모전을 운영하여 교원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도 좋을 것이다.
또한 평화통일교육 누리집(통통 평화학교7))을 개편하여 교원, 학생들이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교육 방법에 관한 각종 수업 자료들이 있고, 시도교육청, 통일부,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들이
넘나들어 정보가 공유되고, 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원 전문성 제고
학교 평화·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교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과연 선생님들은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교원의 현황 및 실태를 진단하는 것, 이를 토대로 수업 지원을 위한 교원 양성이 시급하다. 인원을 확대하는
양적인 연수보다는 인원을 적게 하되 연수과정을 심화하는 질적 연수가 교원들의 역량을 교육부에서 추진한 핵심교원
양성과정연수는 평화통일의 기초 내용을 파악하는 원격연수(15차시),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집중연수(20차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현장체험연수(15차시)를 3단계로 운영하는 방식의 교원 양성과정의 모듈을 만들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교원연수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개발, 인력풀 등 인프라 제공,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가 필요하다.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이 먼저 평화감수성을 키우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이해하고 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줄탁동시처럼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들의 노력과
관리자들의 학교 정책이 함께 만날 때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환하게 피어난다.
또한 교원들의 시각을 확장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국외 연수도 필요하다. 독일은 흡수 통일의 과정을 겪었고, 통일 30년
후라 우리 사회에 적합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일 전 교류 활동, 통일 후 여전히 잔존한 감정들은 여전히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또한 북아일랜드, 동북아지역 등 해외 평화교육 사례를 통해
분단, 갈등을 극복하면서 평화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사회를 탐색하고 연구함으로써 평화와 공존의 시각과 방법을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학생 공감대 확산
“통일수업에서도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솔직히 고등학생이면
이제 판단할 나이가 됐잖아요. 이런 정보가 있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고 문제점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동시에 제시해 주고 판단은 학생들한테 맡기는 게 옳은 것 같아요.” - 학생 2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통일문제가 자신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거대 담론 위주, 경직된
당위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이 통일과 평화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자면 거대한 담론 중심에서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문제로 내려와야 한다. 통일이 되면 나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 즉 군대 문제는 어떨까, 어떤
직업이 뜰까, 북한엔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 여행지로 어디가 좋을까, 철도로 유럽에 갈 수 있을까 등 나의 문제, 나의
일상의 삶으로 와닿을 때 관심을 두고 들여다 보기 시작한다.

7) 통일로 통하는 평화학교의 준말(http://tongil.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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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들은 ‘답정너’ 방식을 싫어한다. 답이 뻔하면 진부하기 때문이다. 젊음은 언제나 진부함에 대한 도전이었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필요성, 의지, 올바른, 당위성”의 단어는 상상력을 메마르게 한다. 대신
“다양한 입장을 살펴 토론하고, 타인의 입장에 귀기울여 듣고, 방법을 찾고, 역량을 키우는” 교실의 평화통일 수업
장면이면 어떨까?
학생들은 몸으로 배우는 공부 즉 교실 밖 체험활동을 즐긴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평화 기념관을 탐방하거나 DMZ
현장체험, 동북아 평화체험 등을 통해 또래들과 더불어 사유를 확장하고 몸으로 분단의 아픔을 느낀다. 그다음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평화 역량을 키운다. 학생들의 평화체험을 확대하도록 통일부와 함께 평화·통일교육
체험처를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험활동 공모전을 통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거버넌스 확대, 소통과 연대를 위해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해 왔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 기본 계획을 담당하고, 전담 인력, 국고 예산을 기반으로 통일교육주간, 실태조사, 연구학교, 연구대회,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원연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많은 교원들이 통일교육원이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내 통일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학생 공감대 확산, 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정책 협의를
통해 통일부 사업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일부와 교육부만이 중심이 되던 정책협의회를 확장하여
시도교육청, 국가교육회의,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등 평화·통일교육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통일교육에서 평화적 실천을 위해 협업과 공유의 면을 넓혀 나가고 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자문받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협업에 주력해야 할 대상은 통일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다. 교육부,
통일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담당하는 역할을 조정하고, 시도의 격차를 조절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담당자 역량도 중요하다.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을 분기 별로 개최하여
주요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나누고 친밀하게 일하면서 소통과 공유와 상생을 위한 연대의 끈을
맺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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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 중심 접근법이란?
오기성(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들어가며
화해협력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 평화시민교육, 통일인성교육 등 통일교육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가 사용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이후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통일교육 지침서 명칭이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으로 변화되면서 이 용어는 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통일 관련 교육의 철학, 지향적 가치에 기반한 명칭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나, 과거 경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 그리고 그 출발점이자 바탕이면서 최종 종착점일 수 있는 평화의 문제를 시·공간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사유한다면, 이 용어는 종전의 그 어떤 용어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은 무엇보다 종전의 통일교육 개념에 비해 ‘평화’를 전면에 제시함으로써 평화의 가치가
우선적이면서도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통일이 평화에 기반해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통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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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 평화로운 사회여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그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는
통일의 출발점이자 통일의 완성인 셈이다. 평화는 통일의 수단이자
기반이면서 동시에 통일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적 측면에서 통일 이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과 방법뿐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의 평화로운 삶을 포함함으로써
종전의 제도적 통일의 준비과정에 중점을 두었던 관점을 넘어선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남한의 평화, 남북의 평화뿐 아니라 지구촌의
평화문제에로 관심을 확대한다. 인식론의 측면에서는 서구의
평화교육과 달리 평화·통일교육은 무엇보다 모든 갈등의 원천적
구조이자 체제인 분단과 냉전 질서의 극복을 전제하는 비평화상태의

역량중심 접근과 평화·통일교육
주지하듯이 2015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종전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대체로 각 학문에서
중시하는 사실, 개념, 이론, 연구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에 비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현상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특정 교과 내용을 숙지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다.

해결, 즉 분단 극복이 바로 통일이자 평화 형성이라는 인식론적 특성을

경제학 분야의 주요 개념이었던 핵심역량은 1997년부터 OECD

보여 준다.

(2003)에서 추진해 온 DeSeCo 프로젝트를 계기로 학교교육과정 이론의

아울러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이해 등의 인지적 측면, 가치관 및
태도라는 정의적 측면, 실천능력이라는 행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함양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관점은 종전의 있는 그대로의 북한 이해에 관심을 두는 북한이해
교육과 다름의 인정과 이해에 중점을 두는 평화교육을 넘어선다.
그것은 가치판단이 불가피한 내재적 특성과 지식이나 이론적 이해를
넘어서 감수성과 실천을 함께 중시하는 차별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이 갖는 이상의 가치론적 측면, 인식론적 측면,
범주론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자는 평화·통일교육을 “평화에 기반하여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삶을 일구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및 태도, 실천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교수·학습 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평화·통일교육은 교과서
중심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라고 하는 접근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이해’의 차원은 지식의 이해와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의 양식과 의식에 대한 이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정서적 차원의 감수성이나 비평화적 현상으로서 분단이나 평화에
기반한 통일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학습되는 총체성의 역량
증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은
역량중심의 접근과 조우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평화, 북한,
통일과 관련하여 ‘무엇을 아는가?’ 를 중시하는 종전의 학문중심

중요한 담론으로 제기되었다.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을 지식이나
기능(skills)을 넘어서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기능과 태도를 포괄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이용하거나 혹은
동원하여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역량이 단순한 지식과 기능 그 이상이며, 지식을 알고
이를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원을 가동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역량은 개인이 가진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여러 영역의
능력을 선택·조절·조합·통합하여 발현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량은 총체적이며 전인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역량에 대한 규정에 기반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측면은
그것의 특성이다. 첫째, 역량은 지식과 기능, 가치 및 태도가 통합되어
발현되는 총체적인 하나의 구조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총체성은
관찰 가능하고 수행으로 드러나기 쉬운 측면과 인간의 심층적 특성을
포함한다는 점이며, 구조란 역량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량의
관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바라보면, 그것은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이 통합된 역량을 도출, 규명해야 하며,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역량 개념을 규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접근을 보완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

둘째, 역량은 ‘무엇을 아는가(knowing that)’보다 ‘어떻게 할 수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역량중심 접근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있는가(Knowing how)’에 주목한다. 역량은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교육에서 핵심역량이 중시되고 있을까? 교육에서

통해 지속해서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면서 인식 주체에게 암묵적으로

추구하는 역량이란 무엇이며 그 특성은 어떤 것일까? 교육에서

내면화하는 실천적 지식을 의미하는 능력의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서

역량중심 접근이 긴요하다면, 평화·통일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실천적 지식이란 실용적·방법적 지식뿐 아니라 학문적·이론적 지식과

핵심역량은 무엇일까?

방법적 지식이 통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의 특성에 기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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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평화·통일교육에서 북한 및 통일, 평화 문제 관련 이론적 지식이

역할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인식의 구조를

미흡하거나 결핍된 상태에서 기능(skill)과 관련한 실용적 지식이나

쌓아갈 수 있도록 비계(飛階)를 설정하는 일이다.

방법적 지식에만 중점을 두는 핵심역량 규명이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여섯째, 일반역량과 특수역량의 차별성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역량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셋째, 역량은 수행 능력이라는 점이다. 수행능력으로서 역량은 실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일반역량은

수행 상황에서 가동되는 능력의 측면을 강조한다. 아울러 수행능력

교과 내용이나 특정 교육 영역과 깊은 관련 속에 길러짐을 간과할

함양을 위해서는 교과수업에서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상황을 다루는

수 없다. 특정 교육 영역이나 교과 특수역량은 교과 또는 교육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은

영역 특유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자들의 생활 세계와 관련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소재를

통합적으로 발현되는 교과를 통해 길러지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연계시킴으로써 학습자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볼 때 평화·통일교육은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등을

구성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생성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포함하는 일반역량에 바탕을 두되, 학습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평화·통일교육에서 학습자의 역량 발달 혹은 경험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일구어 가는데 필요한 특화된 역량에 주목해야 할

제공되어야 할 학습 내용은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나 통일 환경

것이다. 아울러 교과나 교육 영역 특유의 탐구활동과 관련한 학습자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이

수행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인 가치에 기반한 역량 규명은

가능한 지식을 포함해야 하고, 이는 사고기능과 탐구기능, 문제해결

지양해야 할 접근이라고 하겠다.

기능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
넷째, 역량은 개인적 능력일 뿐 아니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자신과 관심을
같이 하는 타자와의 관계하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이러한
역량의 상호작용적 측면은 맥락성이라는 특성과 연관된다. 이는
역량이 특정한 상황의 맥락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임을 뜻한다. 즉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그렇다면 이러한 역량의 특성과 이와 관련한 핵심역량 논의를 통해 볼
때, 평화·통일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은 어떤 것일까? 초·중등
학생들이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갖게 될 역량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된
것이어야 할까?

사회적 맥락 내에서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기준을 고려하여 발휘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특성과 맥락성의 관점에서

세대가 변화할수록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교육 현실의 측면,

보면, 평화·통일교육에서 핵심역량의 규명은 교사주도의 북한 및

아울러 최근 뇌 과학과 신경 과학에서 학습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통일 관련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정의적(affective) 측면을 고려할 때, 가장

발견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찾아내는 문제해결 과정이 이루어지는

먼저 필요한 것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감수성일

과정과 이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에서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감수성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한국사회가

다섯째, 역량은 학습 가능하며 발달적이라는 점이다. 역량의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은 개인의 머릿속에 고정된 의미구조의 형태로
존재하는 원리나 이론 습득을 지양한다. 지식은 자신을 포함한
세계와의 실천적 교섭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습득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되면서 확장되어 간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평화·통일교육에서의 학습은 단순히 지식의 조각을 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업을 탈피해야 하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탐구와
상호협력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대한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하되, 학생들의 주도적 탐구를 통해 그것을 관련
부분과의 연계 속에서, 총체적인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표현하면, 평화·통일교육에서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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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비평화적 요인을 극복하고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다. 이는 통일 준비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사람들의 삶과 일상,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 탐구와 팀워크와 같은 협력에 기반한
문제해결 능력을 포괄하는 탐구 역량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의 분단 속에서 상이한 삶의 양식을 가꾸어온 사람들이 함께
삶을 일구어 가야할 통일사회를 평화롭고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러한 요소들과
능력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핵심역량으로 규정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역량은 평화·통일감수성 역량, 평화문화 형성
역량, 북한·통일 탐구 역량, 통일사회 평화 구축 역량으로 규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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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평화·통일감수성 역량이란, 한편으로 종전의 평화교육에서
강조했듯이 관계에 기반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폭력 등의
비평화적 현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대해 탐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역량에는 기존 통일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 통일사회의 갈등 양상을 예측해
보는 인문학적 상상력,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평화적 문제해결력 등이
포함된다.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다른 한편 평화·통일감수성은
이를 넘어 비평화적 상태인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씨이다. 특히 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트라우마,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디아스포라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이

마치며
이 글은 역량중심 접근의 의미와 필요성, 특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정의, 특성에 비추어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 핵심역량으로는 평화·통일감수성 역량, 평화문화 형성
역량, 북한·통일 탐구 역량, 통일사회 평화 구축 역량을 제안하였다.

강조된다. 따라서 평화·통일감수성 역량에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비평화적 현상에 대한 민감성, 고통 받는 이웃에

통일교육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평화를 강조하는 이러한 교육은

대한 감정이익 능력, 배려심 등이 포함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확산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통일교육은

둘째, 평화문화 형성 역량이란 우리 사회 내 비평화적 현상을 평화적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삶의 양식으로서 평화문화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역량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한국 사회 일상에서의
평화문화 형성 역량 함양에 관심을 둔다. 그것은 곧 우리의 통일역량을
증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화문화 형성 역량에는 사고의
개방성, 의사소통능력, 평화적 문제해결력 및 실천력 등이 포함된다.
셋째, 북한·통일 탐구 역량이란 통일 미래의 관점에서 분단 극복의
문제와 북한 읽기를 할 수 있는 능력, 남북의 노력뿐 아니라 주변국의
협력이라는 복합적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북한 이해교육은 평화·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다만
북한 이해 차원의 북한 읽기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향한 읽기를
지향해야 한다. 즉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 위한 대안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문제의
국제적 및 민족적 성격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역량은 남북의 노력을
대들보로 하는 한편 주변국의 협조를 서까래로 삼으면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탐구 역량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통일 탐구 역량에는 팀워크 능력, 자료 검색 및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이 포함된다.

안보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심지어 특공부대 군인이 교실에서 무술
시범을 보이는 안보교육이 당당하게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다. 과연
이것은 통일교육이었을까? 평화를 소중히 하는 통일교육이었을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고
통일의지를 키워 주며, 조금이나마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을까?
과거는 현재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자 내일을 위한 의미 있는 교훈이다.
따라서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통일교육의 발걸음에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재규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교육환경과 현실에 적합한 교육을 구안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이러한 교육활동에 개입하여 방향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시행 여부와 관련한 실적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교육의 과도한 정치화를 초래한다. 전문가, 학자,
정부 등은 이들이 가는 길에 디딤돌을 놓아 주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전도될 때 평화·통일교육은

넷째, 통일사회 평화 구축 역량이란 평화에 기반한 통일을 이룬 이후,

표류하며 이것은 그동안 한국의 통일교육의 역사가 증명한다.

사회에서 대립과 갈등, 폭력을 종식하고 협력과 공평, 화합을 가져오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2015년 교육과정뿐 아니라 사회의 각

상태로서 평화로운 통일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이다. 이는
다가올 실질적인 통일에 대비해 ‘먼저 온 통일’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역량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래(통일사회의 모습)’를 구체적
사실(분단국 통일 사례, 탈북민 적응 사례)을 기반으로 살펴보고,
보다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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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역량중심 접근이 확산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에서도
종전의 학문중심 접근을 보완하고 학습자 중심의 탐구를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창출하는 역량기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역량기반
접근을 시도할 경우 개별역량 습득에 초점을 두는 환원주의의 오류를
특별기획

특별기획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역량은 단순한 지식 재생이나 기능의 발현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간 능력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평화에 기반한 통일을 이루고 통일사회를 평화롭게 일구어 가기 위한 교육을 고민할 경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학습자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 ‘학습동기’, ‘비평화적 현상에 대한 민감성을 포함하는
평화·통일감수성’으로 규명하였다. 이 평화·통일감수성은 다른 역량의 토대가 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평화문화를 증진시키는 역량과 북한 및 통일을 탐구하는 역량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을 토대로 이룩한 통일사회의 평화 구축 역량이 평화롭고 인간다운 통일사회를 마무리 짓는 역할
수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설계는 각 역량 요소들이 하나의 통합된 능력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또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주체성뿐 아니라 교사의 책무성도 강조된다. 교사는 정해진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학습과정을 설계하고, 다양한 학습 양식을 제공하며,
적절한 학습 분위기와 맥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역량기반 교육은 또한 교육방법 혁신을 지향한다. 역량은 단계별로
절차화되어 있거나 자동화된 능력이 아니라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동, 조정, 통합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평화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교사중심의 설명식 교육방법보다 주어진
과제 및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전략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 가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수방법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들은 ‘체계적
이해’를 강조하면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교육, 일회성 훈련과 같은 관광 형태의 현장학습, 통일골든벨, 통일윷놀이,
통일UCC 대회, 통일김밥만들기 등 이벤트성 교육과는 거리를 둔다.
모쪼록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제공하는 교육, 비평화적 현상의 결정체로서 분단의 고통을 공감하고 나아가 통일
의지를 함양하는 교육,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구성, 활용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역량중심 교육의 관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고민하고 이에 기초하여 평화와 통일의 발걸음을 실질적으로
내딛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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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1)
박영숙(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제 제기 및 접근 관점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의 직무수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5 교육과정 개정과 학생 중심의
학교혁신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교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학생 중심의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역량 개발 요구가 높고,
이와 연계한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혁신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관점에서 보면 이제까지의 교원 인사
정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정책 지향성으로 표방하면서도 교원의 전문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개발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전문성을 신장하고 검증·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정책 이슈는 평가제도와 승진제도 개선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지연되곤 하였다.

1) 본원에서 수행한 박영숙 외 6인(2019), “교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Ⅲ):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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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원 인사제도의 SWOT를 진단해 보면, 높은 임용 경쟁률과

혁신 가치와 지향성을 탐색해야 하고, 대응이 시급한 교원 인사 영역이

함께 젊고 유능한 인력이 교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강점이지만, 입직

무엇인지 진단해야 한다.

후 이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변화 적응력 제고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은 약점으로 부각된다. 2016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과 공공 분야의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공무원인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도 관심과 지원이 기대되고, 국가공무원에
도입·운영되는 역량진단센터 운영 사례는 우리 교원직에도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교직 구성원의
규모와 특성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명예퇴직자 증가, 그리고
교원의 업무 분장을 둘러싼 갈등과 피로도 증가 등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교원 인사제도 혁신은 다양한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이하에서는 교원 인사제도의 주요 문제를 진단하고,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혁신에 관한 관련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안한 전문성 신장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모형과 10대 혁신 방안에
관하여 기술한다.

교원 인사제도의 이슈 및 혁신 요구

전문성 신장의 관점에서 인사제도 운영을 진단해 보면 교원직 모두가

각급 학교 교원과 시도교육청의 인사 담당 장학직이 가장 심각하게

직무에 적합한 전문 역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증할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대응 혁신이 시급한 인사 영역은

수 없는 취약한 구조이다. 즉, 교사직은 교감 및 교장직으로의 승진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여 혁신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1,3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 조사 결과 주목되는

있고, 교감 및 교장직의 경우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점은 다음과 같다.

개발하는 체계 없이 교사직에서 행정가로 바로 전환되는 구조가

먼저, 교원 인사제도 문제 중 가장 심각하여 대응 혁신이 시급한

진단된다.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문제점으로는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미비하고, 교원의 전문적 자격을 주기적으로 검증·관리하는 공신력

구조(15.9%)’로 진단되었다.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있는 제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 있어 현행 교원 인사제도가 전문성

교사 확보 기능 미흡(8.2%)’,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신장을 지원하는 기능은 매우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족(8.1%)’, ‘경력이 높은 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으로

상황에서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의 국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쏠리는 문제(5.8%)’에 대하여도 혁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교원

위해 추진한 정책과 비교해 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교원이 생애에 걸쳐

인사제도에서 대응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는 ‘교원의 근무(수업)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전문 발달 단계를 구축하고 인사 영역 간 연계를

여건에 대한 혁신(35.9%)’이었고, 교사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교원 전문성의 국제 경쟁력

대응이 낮은 영역으로는 ‘교사 수급 및 정원 관리(25.6%)’, ‘교원

저하가 우려되고, 인사제도의 대응 혁신이 시급해지는 시점이다.

직무 재설계(25.1%)’, ‘교원 복지후생(22.5%)’, ‘교원 승진(22.1%)’의

교원 인사제도의 주된 기능은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 수급과 정원 관리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부가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며, 교원을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여서 현장의 수요 변화에

적재적소에 배치·활용함으로써 학교 교육력 제고와 학교 간(지역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가 갖는 이러한 한계

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데 있다.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은 이러한

구조는 수급과 정원 배정을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할 수 없게 만드는

인사제도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모든 교원들이 공감하고

장애 요인이 되어 혁신 과정에서는 이러한 장애 요인부터 제거할

바라는 ‘전문성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인사제도의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다.

재구조화를 지향한다. 현행 인사제도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한편, 교원 인사제도가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지 못하는 장애 원인

현장에서의 요구가 높은 직무 재설계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으로는 ‘교육정책 추진과 더불어 학교에 들어와 시행 중인 다양한 업무

인사제도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조직과 인력 등의 혁신을 위한 기반

추가 및 복잡한 운영(교원 57.1%, 교육전문직 44.2%)’, ‘교원의 역할

구축도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교원 인사제도가 전문성

및 직무 수행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업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화

신장을 중심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인사 영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요건으로 부각된다. 이와 더불어 교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인사제도의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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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미흡(교원 47.0%, 교육전문직 33.0%)’,‘ 교원직의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자격 기준 및 자격 발달 체계 미비(교원 28.2%, 교육전문직
43.7%)’, ‘교원 전문성 신장 중심의 인사 혁신 중장기 계획 및 전략
부재(교원 20.5%, 교육전문직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 인사제도 대응 혁신은 국가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 의제이다. 교원 인사제도의

현행 인사제도의 혁신 요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교원

혁신 방향을 탐색함에 있어 중요한 접근 관점은 ‘교원의 직무

인사제도는 승진과 평가를 중심으로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고,

수행 변화로부터 요구되는 역량 개발(전문성 신장)을 전략적이고

모든 교원의 직무 역량 개발에 관한 지원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신장 지원 체계 구축’에 있고, 모든

않는 취약한 구조이므로 모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교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구성원이 공감하는 혁신

인사제도의 확립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인사제도는 인사제도로서의

가치를 반영하여 혁신 지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감도 높은

기능 수행에 반영될 만한 전문성, 전략성과 체계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와 혁신 요구 조사를 통해 전문적

혁신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부터 우선 제거할 필요가 높고, 전문성 신장을

혁신을 위해서는 자격-연수-승진-평가-전보-전직 등 관련 인사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영역 간 연계를 혁신 전략으로 설정하여 전문성

영역 간의 연계를 전략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인사제도

신장을 지원하는 국가 수준의 종합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혁신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수립·운영함으로써 지역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시도교육청의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
혁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인사제도를 혁신하고자 할 경우, 혁신 비전과 목표, 혁신 지향성 등을
담은 혁신 모형을 개발하여 공유해야 한다. 다음의 [그림 1]은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혁신 모형은 혁신 비전과 혁신
전략, 혁신 목표, 혁신 지향성, 혁신 가치 및 혁신 영역으로 구성되며,
혁신 요구도가 높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혁신 방안을 인사 영역별로
탐색하여 10대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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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비전으로는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전략적 교원 인사제도 확립’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혁신 전략으로는 ① 학교 혁신 요구와 연계한 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전문성 신장 촉진, ②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영역 간 연계 강화, ③ 교직 특성을 반영한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와 지향성 반영, ④ 교직 생애에 걸친 교원의 역량
진단 및 맞춤형 개발 지원, ⑤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인사 영역의 문제 및 원인 제거의 5개 전략을 구안하였다.
혁신
비전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전략적 교원 인사제도 확립

• 학교 혁신 요구와 연계한 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전문성 신장 촉진
•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영역 간 연계 강화
• 교직 특성을 반영한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와 지향성 반영
• 교직 생애에 걸친 교원의 역량 진단 및 맞춤형 개발 지원
•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인사 영역의 문제 원인 제거

혁신
전략

혁신 목표, 가치, 지향성 및 영역
혁신 목표

혁신 가치

1. 학교교육 변화와 연계한 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정원 관리

자율성

교육부의 교원 정원 자율 결정·관리

개방성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책임성

국가 수준에서 책임지고 교원직의 전문 자격 발달을
촉진·관리

자격

전문성

퇴직까지 모든 교원의 역량 진단 및 맞춤형 개발·지원

연수

능률성

모든 교원의 직무 역량 향상 및 만족 제고

평가

합리성

교원직 특성을 반영한 순환 보직 및 경력 경로제도 운영

승진

민주성

인사 결정에 교원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

전보

공정성

연공 서열 및 보직 우선 관행 탈피

전직

전략성

교직이 특수성과 혁신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교원
인사관리 체계 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

직무설계

체계성

교원 인사관리의 체계화 및 인사혁신 활동 기반 구축

혁신기반

2. 교직 생애 주기를 반영한
전문성 유지 및 신장 지원
3. 역량 기반 성과 및 보상 지원
4. 교육활동 및 경력 발달 촉진형
이동 및 교류
5. 학교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및 인사혁신 기반 구축

혁신 지향성

혁신 영역
수급
정원 배정

혁신 영역별 방안(10대 방안)

[그림 1]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모형
혁신 목표는 인사제도의 기능과 현장의 혁신 요구를 반영하여 5개 혁신 목표, 즉 ① 학교교육 변화와 연계한 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정원 관리, ② 교직 생애 주기를 반영한 전문성 유지 및 신장 지원, ③ 역량 기반 성과 및 보상 지원,
④ 교육활동 및 경력 발달 촉진형 이동 및 교류 ⑤ 학교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및 인사혁신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혁신 가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제도 혁신 모형에 반영된 핵심 가치를 참조하여 5개 혁신 목표에 2개씩의
혁신 가치를 연계하여 10개의 혁신 가치를 설정하였다. 10개의 혁신 가치에는 ① 자율성, ② 개방성, ③ 책임성,
④ 전문성, ⑤ 능률성, ⑥ 합리성, ⑦ 민주성, ⑧ 공정성, ⑨ 전략성, ⑩ 체계성이 포함된다. 혁신 가치는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지향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내재되므로 인사제도 혁신에서 가치 설정은 중요한
요건이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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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혁신 방안은 인사 영역별로 혁신 지향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 교원 인사제도 10대 혁신 방안3)
혁신 영역

혁신 가치

수급

자율성

정원 배정

10대 혁신 방안

동의 평균

혁신 요구

1. 교원 정원 결정(관리)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 및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4.4

4.2

개방성

2.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수요와 연계하여 확보 요구가 높은
비교과전담교사직 구성비 제고 및 총 정원에서 분리·확보

4.3

3.8

자격

책임성

3. 주기적 연수 및 자격 갱신에 의한 전문성 신장형 자격체계 확립

3.7

4.0

연수

전문성

4. 퇴직까지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지원체계 구축

4.1

3.7

평가

능률성

5. 교원 역량 자기 진단체계 구축 및 직무성과 중심 평가체계 확립

3.7

3.3

승진

합리성

6. 1급 정교사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의 승진 트랙 이원화

3.6

3.8

전보

민주성

7. 교육경력 및 생애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전보 시기 선택제 도입

3.9

3.2

전직

공정성

8. 교육전문직 선발 절차 혁신 및 전문 양성 과정 신설

3.7

3.6

직무 설계

전략성

9.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 역량 모델 개발 및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3.6

3.4

혁신 기반

체계성

10. 교원 인사 혁신 계획 및 추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사 혁신
기반 마련 및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

3.6

3.6
*단위: 점

출처: 박영숙(2019),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 제141차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p. 55.

10대 혁신 방안에는 ① 교원 정원 결정(관리)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 및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②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수요와 연계하여 확보 요구가 높은 비교과전담교사직 구성비 제고 및 총 정원에서
분리·확보, ③ 주기적 연수 및 자격 갱신에 의한 전문성 신장형 자격체계 확립, ④ 퇴직까지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지원체계 구축, ⑤ 교원 역량 자기 진단체계 구축 및 직무성과 중심 평가체계 확립,
⑥ 1급 정교사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의 승진 트랙 이원화, ⑦ 교육경력 및 생애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전보 시기
선택제 도입, ⑧ 교육전문직 선발 절차 혁신 및 전문 양성 과정 신설, ⑨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 역량 모델 개발 및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⑩ 교원 인사 혁신 계획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사혁신 기반 마련 및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이 포함된다.
이들 방안에 대한 동의 수준과 혁신 요구 수준을 살펴보면, 수급과 정원 배정 영역 관련 혁신 방안에 대한 동의 수준이
5점 만점에 4.3∼4.4점으로 매우 높다. 수급 영역에서 교육부가 정원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임받고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등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데에 구성원이 높은 수준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보 제도에서 교육경력과 생애 주기를 반영하여 교원이 전보 계획을 수립하고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에도 동의 수준이 3.9점으로 다른 방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전보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고, 전문성

3) 응답자는 1,060명(각급학교 교원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인사담당 장학사 및 장학관), 응답 최고점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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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을 중심으로 전보 절차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함을 의미한다. 전직의 경우도 전문 역량 개발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변화 요구가 높은 편이다. 다만, 직무 설계와 혁신 기반 영역의,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은 단기 내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중요한 방안이지만 교원과 관계 집단의
동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구성원 개인보다는 조직과 기관 입장에서 마련해야 할 속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이해 기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 사례의 경우, 이들
전략성과 체계성을 반영한 혁신 방안이 단기 내에 추진해야 할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방안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맺음말
교원 인사 정책은 교원 개인이 높은 전문성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 최근 인사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현재까지 3단계의 인사행정 혁명을 거쳤고, 제4차 인사행정 혁명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제4차 인사행정 혁명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획일적인 인사행정에서 전략적인
인사관리로의 변화이다. 인공지능 기반 개인별 맞춤형 인사행정으로 발전할 것을 전망하면서 인사제도의 혁신에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교원 인사제도는 제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변화하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의 교원 인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부작용이 유발·지속되었다. 인사제도의 어느 한 영역에서 부작용이 유발되면 다른 영역과의 연계
작용으로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 부작용은 구성원의 직무 수행에 그대로 반영되어 업무
피로와 과부하로 이어진다. 직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기에는 변화의 징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사제도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교원 인사제도에는 변화에 대응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제(인프라)가 거의
없었다. 설사 혁신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승진과 평가, 양성 등 일부 인사 영역의 현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하였기에
성과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직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 교원에게는 높은 변화 적응력이 요구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역량 개발이 요구되며, 입직에서 퇴직 때까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는 엄격한 자격 관리 체계를 갖추고 교원 역량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본고에서 제안한 10대 혁신 방안은 교원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수급-정원 배정-자격-연수-평가-승진-전보-전직-직무
설계-혁신 기반의 10개 영역별로 혁신 필요와 요구 내용, 추진 방안에 관해 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수급과 정원
배정 같은 일부 방안은 부처 간 협력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령 개정 등을 사전에 거쳐야 해서 단기간에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혁신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국가 수준에서 교원의 전문성 수준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신장 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름길이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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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 강화를 기대하며
원용연(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들어가며
올해 8월에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동 법률은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해결 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학생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시행을 위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도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 폐지 등이다. 개정내용 중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다른 제도들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40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되었는데, 2011년 말 대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내용
및 의미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등이 포함된 법령 개정이
2012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시행의 효과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율이 낮아지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중 법률에 규정된 일정
요건1)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고 피해학생 측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20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정책 시행의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교육적 해결 대상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인식이 되었고,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이견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이 일상화되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기회가 축소되었고, 교원이 교육적 개입이
바람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해결을 시도한 경우에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축소로 징계를 받게 되면서 교원의 교육적 해결 의지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 간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 제도 시행
이전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모든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하고,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안 처리과정에 대해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거나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이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할 기회조차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학생 간 화해 및

이로 인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도입된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국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18.11월)를 거쳐, 2019년

한편,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도입과정에서 학교가 피해학생과 그

1월에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강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보호자에게 자체해결을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고자

학교의 교육적 해결 지원’을 포함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적 방법으로 자체 해결, ② 교육지원청에

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였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 ③ 가해학생 조치 사항 중 1~3호 조치는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④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은 징계 시 가중 징계
등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내용 및 의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에

위 방안 중에서 ①번과 ②번 항목에 포함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설치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단위학교에 학교폭력

대로 올해 8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반영되었고, 학교장 자체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조치를 심의·

해결제도는 9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

의결하였는데,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기능을 교육지원청에

위원회 관련 내용은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로 이관하고 학교폭력 관련

예정이다. 또한, ③번과 ④번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 ①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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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 제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한 취지는 가해학생의 반성과

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가해학생

오히려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서

조치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해당 조치를 삭제하기 위해 재심과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제기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 회복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치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심의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반성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없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모두

또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교육장이 직접 가해학생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학교폭력 대처의 엄정성이 강화되고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학부모 위원의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고,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
전문가,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 비중을 높임으로써 심의의

이행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동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관계회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인 1~3호 조치에 한하여 조치 이행을 전제로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도록 한 것이다. 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1회에 한하여
기재를 유보한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문성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는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소송도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일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기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약화되고 학교폭력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재발 시에 기재 유보된 가해학생

가해학생 1~3호 조치의 학생부 기재 유보
방안의 주요내용 및 의미
동 방안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에 해당하는
1~3호 조치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미기재가

1~3호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도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우려를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맺음말
위에서 설명한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아닌 기재 ‘유보’이므로, 이후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적인

엄정 대처 기조가 약화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이전에 적지 않은 조치까지 포함하여

하지만,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유지하면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 가해학생 조치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동 방안은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현재는 1~3호 조치를 포함해 모든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고 학생의 지도·관리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3호 조치와 7호 조치는

수렴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은 국민들이 정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지지할 때 성공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 글을 통해 개선된 정책의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취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적 역할을 다하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신뢰가 쌓여 진정한 학교폭력 예방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지만, 그 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시에
심의를 거쳐 삭제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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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에서의 학교 만들기

NEW

김나영, 임종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교육 연구
[NEW 교육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나라 교육분야의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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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에서의 학교 만들기
김나영, 임종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 디지털 시대 등 미래 사회를 일컫는 용어들은 기술적 변화를 함의하고 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변화는 대부분 과학기술의 발달이 동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OECD의 'DeSeCo 프로젝트'와 '2030 교육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이 강조되고 있다(이상은 외, 2018).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교사의 역량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교사들에게는 지능정보 지식과 그 지식의 활용 능력, 지능정보 기술에 대한 열린 태도를
비롯하여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력과 대처능력 등 기존의 교사 전문성과는 다른 역량이 요구될 것이다(류방란
외, 2018; 임종헌 외, 2017). 하지만 디지털 세상이 될 미래 사회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모호하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어젠다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다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은 5G를 세계 최초로 도입할
정도의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학교 공간 안으로 들어서면 디지털 기기와 단절된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 사례로 2019년 독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협약(DigitalPakt Schule)’과 미국의
학습분석 기반 평가 플랫폼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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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혁신 사례
1. 독일의 디지털 협약(DigitalPakt Schule)

[그림 1]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독일 학생
출처: 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홈페이지의 DigitalPakt Schule 기사에서 발췌(https://
www.bmbf.de/de/mit-dem-digitalpakt-schulen-zukunftsfaehig-machen-4272.html)

[그림 2] 태블릿을 활용하는 학교 수업
출처: 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홈페이지의 Bildung digital(디지털 교육) 기사에서 발췌
(https://www.bmbf.de/de/bildung-digital-34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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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독일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 클라우드 소개 화면
출처: 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홈페이지의 Die HPI Schul-Cloud(학교 클라우드)
동영상에서 캡처(https://www.bmbf.de/de/media-video-10120.html)

독일 연방 정부(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이하 DBD)는 디지털 협약(DigitalPakt Schule)을 통해 미래
사회를 위한 '디지털 학교'를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DBD, 2019). 이는 디지털 사회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분야를 비롯한 공익
연구를 수행하는 독일의 비영리재단인 Bertelsmann Stiftung(2017)는 독일 학교들의 교육정보화가 미흡하며,
특히 학교의 교육정보화 잠재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에 대한 전략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1). 이러한 논의가 이어지자
독일 연방 정부는 디지털 협약(DigitalPakt Schule)을 발표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50억 유로를
학교정보화에 투자하고자 하였다(DBD, 2019).
독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학교’를 만들기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선
Curriculum and
Teaching Development

교사 대상 IT교육, 자격 부여
Teacher education and
qualification of teachers

교육 미디어 콘텐츠 개발

인프라 및 장비 확충

Media of education, Digital contents

Infrastructure and equipment

전자정부 및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E-goverment,
Education management system

법적 기반 마련
Legal and functional conditions

[그림 4] DigitalPakt Schule의 디지털 학교 전략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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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 학교 조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교사의 필수 역량으로 다음의 9가지를 제시하였다2)(DBD, 2019).
① 개인의 미디어 기술을 지속으로 발전시키는 것(Enhancing personal media skills continuously)
② 학생들의 삶에서 미디어와 디지털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Being able to understand the value and
meaning of media and digitalization in the life of their students, to guide them into a responsible
handling)
③ 교수법 향상을 위해 디지털을 이용할 줄 아는 것(Using ways of digitalization to improve teaching in a
modern world)
④ 개인과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 가능성을 이용하는 것(Using the digital possibilities to support
individuals or groups)
⑤ 수업 또는 특정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미디어를 이용하는 것(Using education media to support lessons or
certain students)
⑥ 학생들에게 교육미디어를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Giving students the option
to work with educational media in a responsible way and to able to evaluate it critically)
⑦ 동료 교사들과 교육 자료를 발전시키는 것(Developing own material together with colleagues)
⑧ 연구 과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Keeping up to date by following the process of research)
⑨ 수업 안에서 안전하게 디지털의 사용 과정 및 결과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By knowing laws, data
protection and youth right, being able to make lessons a safe place for students and educating
them about responsible use and consequences)

2. 미국의 디지털 평가 플랫폼(Digital Assessment Platform)

Cognitive Tutor

Inq-ITS

[그림 5] 디지털 평가 플랫폼 예시
미국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또는 학습 분석 기술(Learning analytics)을 활용하여 디지털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학교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다. Project LISTEN(읽기), Inq-ITS(과학), Cognitive Tutor(수학),
BrightBytes 등 학습 분석 기반의 디지털 평가 플랫폼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2) Rauschert, 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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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정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학교교육을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체계 구축

교사의 효율적
업무 경감

Project LISTEN(읽기), Ing-ITS(과학),
Cognitive Tutor(수학), BrightBytes:
지역교육청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학교
혁신 사업 및 학업 중단 예방에 활용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나라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는
성찰이 필요하다. 디지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독일 연방 정부의 깊은
고민과 종합적인 계획,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연계하여 디지털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학교교육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학습분석 (학습 로그) 통해
학습결손, 성취기준 도달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 정보 제공

학습자 수준과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 학습

우리나라는 IT기술에 대해 세계 최고를 자부하고 있지만, 디지털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나 실제적으로

교사의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학교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 등 다양한 디지털 관련 교육정책들이

[그림 6] 디지털 평가 플랫폼의 특징

운영되고 있지만, 큰 그림 없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적 맥락과 특성에 부합하는 ‘한국형

미국의 디지털 평가 플랫폼은 읽기, 과학, 수학 등 교과목 특성 및

DigitalPakt Schule’ 및 ‘한국형 Digital Assessment Platform’이

학습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학습자 수준과

제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 학습 및 학생 맞춤형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학습 로그 기록 분석을 통해 학습 결손, 성취기준 도달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교사의 업무 경감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Baker, 2018). 디지털 평가 플랫폼은 Georgia주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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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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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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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평화교육에서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다
정진화(서울 강신중학교 교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새롭게
높아졌다. 그동안 분단 문제는 더욱 깊어지고 고착화되었기에, 우리의 상상력과 가능한 경로에 대한 모색은 더 면밀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분단에서 통일을 이룬 나라로 독일과 베트남이 주로 거론되었는데, 최근에는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와 아일랜드를 비교하는 최초의 기록은 1904년 미국인 선교사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가 한국인을 ‘동양의 아일랜드인’이라 비유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1). 전쟁과 분단, 식민지를 경험한 역사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와 한반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회적 특징은 전쟁과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호 불신이다(김동진, 2015).
여기서는 아일랜드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향한 노력, 특히 시민사회의 평화교육을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에 어떤 시사를 줄
수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1) Lillias Horton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Boston; American Track Society, 1904), 김동진(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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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슬픈 역사
아일랜드 사람들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나라’라고 부를 만큼, 아일랜드는 12세기 무렵부터 800년 가까이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특히 주식인 감자가 마름병에 걸려 대기근에 시달린 1845년부터 7년간
무려 백만 명이 넘게 죽고 백만 명이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 시기에 팔백만 명이 넘던
인구는 육백만 명으로 줄었고, 당시 영국의 무성의하고 방관하는 태도에 대한 아일랜드인의 분노는 매우 컸다.
17세기 영국이 아일랜드로 이주시킨 영국계 신교도들은 경제와 권력을 독점하며 아일랜드 구교도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였다. 이에 치열한 저항과 독립운동을 벌여 남쪽은 1949년 아일랜드공화국으로 독립하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계 신교도들이 많아 영국령으로 남게 되었다. 1968년 이래 영국의 차별에 항의하는 민권운동이 북아일랜드에서
시작되고 IRA(아일랜드 공화군)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항하는 북아일랜드 신교도계 역시 UDA(얼스터
민병대)를 조직하여 대항하면서 양쪽 간에 무장충돌이 빈번해졌다. 1972년 영국이 북아일랜드 자치권을 회수하여
아일랜드 사람들의 유혈 폭력 운동이 고조된 시점에서, 영국 정부군이 시위대에 발포해 열세 명이 사망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였다. 30년간 양쪽의 테러로 3,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겨나는 등 북아일랜드는 테러와 보복이
되풀이되며 얼룩지는 분쟁지역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변화되고,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국경선의 의미가
퇴색되는 등 주변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IRA가 휴전을 선언하고 신교도 과격파들도
이에 호응해 1998년 ‘성 금요일 협정’이라 불리는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아일랜드는 1972년 영국이
가져간 입법, 행정권을 되찾게 되었다. 대치해온 세력들이 무력 충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널리
공유함으로써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해졌다. 갈등하고 있는 세력이 어떻게 하면 서로 공존할 것인지 찾기 시작했고
여기에 코리밀라(Corrymeela)와 같은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평화 정착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1999년에 구성하기로 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협상이 결렬되고,
2003년 총선 결과는 1998년과 달리 두 진영 모두 강경파들이 승리하여 불안한 동거를 하는 가운데, 테러와
유혈사태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영국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유럽연합에 속하는
아일랜드공화국과 국경선 문제가 생겨나는 등 북아일랜드로서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아일랜드 시민단체들의 평화교육
1. 청소년 통합 프로젝트 알 시티(R-City)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알 시티는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 운영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가톨릭교도와 신교도가
사는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총격전이 빈발하고 화염병과 폭탄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지역이었다.
이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평화의 벽은 아이러니하게도 가톨릭교도와 신교도를 정치, 문화, 종교,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분리하고 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청소년 지도자였던 알란과 토마스는 오랜 시간 우정을 쌓으며 청소년 카페를 만들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알란이 말하듯 “내가 누구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만 알려주면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도록 하는 심리적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서로 화해하고
가까워지며 어울리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매력을 느끼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도록 하는 4박 5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증오를 대물림해주는 어른, 자기 세력을 나타내는 문화적 상징물, 온갖 매체로부터 떨어진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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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만나면서 서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깨달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인생 최고의 닷새를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뒤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해마다 양쪽 청소년들
가운데 몇몇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봉사활동 및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다.

2. 평화의 중간지대 코리밀라(Corrymeela)
북아일랜드 해안에 있는 밸리캐슬의 코리밀라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평화교육기관이다. 신교도 목사
레이 데이비가 1965년에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며 낡은 코리밀라
유스호스텔을 사들여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다. 가톨릭의 시민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위기를 느낀 신교도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던

‘알 시티(R-City)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째, 스킬과 리더십을 길러

그 시기에 코리밀라는 양쪽 모두의 피난처 역할을 하였다. 코리밀라

어느 영역에서나 청소년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중재로 1994년 시작한 아일랜드 평화협상은 1997년 합의에

둘째,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격증을 다섯 개씩 딸 수

이를 수 있었다. 아이리쉬 옛말인 코리밀라는 ‘울퉁불퉁한 교차로’를

있도록 벨파스트 퀸스 대학과 협약을 맺어 취업교육 및 자격증 발급을

의미한다.

진행한다. 셋째, 긍정적인 청소년이 되도록 하여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아일랜드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인 이곳은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코리밀라의 평화 구축 활동은 접촉(Contact) 이론을 전제로, 양쪽이
만나는 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어떻게
하면 양쪽 집단의 청소년들을 함께 만나게 해줄 것인가가 이슈였고

낮은 데다가 보건의료 상황도 좋지 않아, 청소년들은 고립된 상태이며

그 만남을 통해 다름에 대한 노출이 이루어짐으로써, 같이 즐겁게

다른 세계를 알 기회가 없고 꿈도 없다. 청소년들은 알 시티 교육

노는 것, 즐거운 것을 넘어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대가 뿔난 인간 악마라는 편견을 깨고

배우게 하였다. 쇼나 벨은 ‘좋은 관계’란 언제나 좋아야 하는 관계가

관계를 맺게 된다. 매주 만나서 활동에 참여하여 과제를 해내는

아니라 ‘논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회복이 가능한 관계’여야 한다고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춘다. 바람직한 행동을

정의한다. 그러나 단지 접촉만 하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만남

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이고 밝은 평가를 받아 자존감 또한

이전에 평화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편견을 걷어내고 서로를

높아진다. 또래들끼리 하는 폭력, 마약 등 반사회적인 어둠에서

신뢰하며 자신감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했다.

벗어나, 사람들과 어울리며 협력하는 사회적 삶의 기술을 배울

양쪽 집단이 만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는 제3의 중재자 그룹이 있어

수 있다. 바람직한 사회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사회에서 상대에

양측을 오고 가며 준비시키는 작업을 했다. 시민사회 내에서 서로를

대해 증오하도록 세뇌된 아이들도 알 시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코리밀라는

사회활동을 하고 봉사하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고 쓸모 있는

리애종(Liaison) 이론으로 옮아가게 되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넘치는 긍정 에너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서로 연결하는 것이 그것이다.
평화의 중간지대로서 코리밀라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4년 전부터 코리밀라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콜린은 ‘평화로운 변화를 위한 대화’(D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로운 대화 활동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는 올해
여름에 한국에 와서 아이스버그(Iceberg) 모델을 통해 시간에 따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한 후 개별적으로 갈등 지도를 그려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평화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본 네일러는 인형극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의 갈등 이야기를
풀어낸다. 왕따, 싸움, 소외, 고통을 상대의 처지에서 말하고
느껴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공감을 끌어내는 평화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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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개정된 국가교육과정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은 여러

22,509명이 다니고 있다고 한다. 북아일랜드통합교육위원회에서는

교과에 접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립교과나 교사가

신설학교 설립 지원 및 행정 지원, 교사연수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 11~14세까지 역사교육이 2007년부터

있다. 통합교육은 개인의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과 다른

의무교육이 되고, 분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의무가 되었으나, 학교와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개인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통합교육이

교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골라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향하는 평화, 화해, 공존의 가치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같은

지적도 나왔다. 코리밀라는 역사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정체성에서

교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일상적인 공간을 함께 한다는 것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미를 지닌다. 통합교육 운동은 현 사회의 갈등을 교육을 통해

코리밀라의 전 대표 콜린 크레이그는 코리밀라의 목표를 네 가지로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설명하였다. 첫째는 화해인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복합적 분열을

통합교육은 1990년대에 비약적으로 확산되었으나, 1998년 평화협정

화해시킨다는 뜻이다. 둘째는 환대이다. 환대는 희망을 지켜내고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거기에는 전환통합학교나 정부 주관의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셋째, 전환적 차원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역량을

공유교육, 코리밀라가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만남을 통한

키우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가치를 물려주고 전수하는

학교 평화교육인 상호이해교육 등이 있고, 2011년부터는 청소년

과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상호의존하면서 잘 사는

지도사들을 파견하여 교육과정 안에서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이나

것으로, 힘들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문화 교육 등을 병행하는 CRED교육(Community Relation,

3. 역사교육과 또래중조를 확산하는 정션(Junction)

Equality and Diversity)이 필수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강순원, 2017). 통합학교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는 할 수

데리에 있는 평화단체 ‘정션’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있는 것부터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공유교육(Shared education)을

대한 고민에서 역사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존스턴 맥마스터에

추진하였는데, 학교와 학교가 자매 결연 형태로 방과후를 함께

의하면 그 핵심은 ‘집단별로 다른 역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들어줄

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을과 마을 사이가 떨어져 있어 가기 어렵고,

것인가’이다. 사람마다 관점이 각기 다르므로 그 내러티브가 변화할 수

통합이 싫은 사람들의 핑계라고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대세는

있다는 유연함을 확산시키는 일도 필요했고, 이를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공유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다.

존중하는 태도 역시 키워야 했다.
‘정션’의 원로 시머스 파렐은 학교와 지역에서 서로 만날 일이 없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학생들에게 상당히 창의적이고 용기가 필요한
상호이해 교육을 해왔다. 또래중조(Peer Mediation)를 공부하여
북아일랜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중조자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중조자는 판단하면 안 되고, 충분히 경청하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시머스는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를

한국에 시사하는 점
아일랜드는 식민지 경험과 전쟁, 분단을 겪고 지정학적 외부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아일랜드의 평화협정과
그 이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평화운동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갖게 된 생각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 자기 문제에 대해 자기가 책임진다는

먼저, 코리밀라와 같은 평화의 중간지대가 되는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학교 역시 학생들이

있다. 양쪽 사람들이 만나 몇 날 며칠을 지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차별하지 않고 변화하기 위해 교사

평화의 공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분리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역량 있는 평화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일랜드의 통합학교와 공유교육

전제로 한다. 정부 차원에서 평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주변
정세와 정치역학에 의해 언제든지 냉전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가게 할

북아일랜드의 통합학교는 1981년 라간 칼리지에서 시작하여 2016년

수 있다. 민통선 근처 아름다운 곳에 평화의 중간지대가 되는 공간을

총 63개의 초·중등 통합학교가 있으며 학령기 아이들의 7%인

마련하여 탈북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만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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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와 다르게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으니 상상만으로 두려움과
공포감을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감은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 일대의 분단선에서 평화를 위한
교사연수와 평화 걷기 체험 등을 한다면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해결을 위한 또래중조 교육을 학교에 적극 도입한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길러진 중조
학생은 교실에서 벌어지는 또래 간 갈등에 민감하고 대처하기가 쉬우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래중조가 시작된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는 물론 미국에서도 실제 또래중조 활동을 통해 갈등의
85%가 해결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는 경우가 적은 현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전문 갈등 중조인 양성은 시급히 고려해 볼 만하다. 공공분야의
갈등해결을 위한 대학 학과 설치와 사회적 배치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접근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민통선 부근에 평화마을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살게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 내몰려 생존마저 힘든 젊은이들이
민통선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자립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어울려 사는 것이다. 수입
농산물이 넘치고 식량주권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유기농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드는 효과도
있다. 문을 닫은 군부대를 활용하여 평화마을을 만든다면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그곳이 매우 상징적이고 극적인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곳 평화마을에 도시에서 시험과 경쟁에 쫓기는 청소년들이 가서 농촌봉사활동도 하고,
자연을 벗 삼아 평화교육을 받으며 민통선을 따라 걷는다면 몸과 마음 깊이 평화롭고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코리밀라의 콜린이 말하듯 평화는 천천히, 느리게, 숱한 사람들의 비전과 헌신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고무줄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에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은 힘겹고 긴 여정이 될 수 있지만, 아일랜드를 참조하며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더욱 과감하게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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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현황 및
시사점
이수진(중국 서주의과대학교 교수)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인재육성 차원에서 학생들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중국은 인공지능이 국제경쟁력의 뉴 포커스가 될 것이며,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글에서는 혁신국가를 향해 질주하는 중국이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육 전개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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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공지능을 수업 내용을 통해 구현하는 것으로, 로봇수업과 같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형식의 코딩교육이 있다. 기계학습, 딥러닝,
언어 이미지 인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인공지능을 교수학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코딩교육을 하는 로봇, 장애인

초급’을 선택형 필수 모듈로 고교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새 교육과정 표준에는 고교 단계 인공지능 과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범과 수업 실시에 관한 의견이 명시되어 있다.
이 과정은 인공지능 기초, 간단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 AI기술의
발전과 응용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范洁, 2018).
중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본격적으로 중요시되기 시작한 건 2017년 7월

맞춤형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이 포함된다(周迎春,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2018).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계획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사업을

중국은 2003년 4월 정보기술(IT) 과목에 ‘인공지능 초급’ 선택 모듈을
개설한다는 「일반 고등학교 기술과정 표준」을 공식 발표하면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시작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주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장쑤성(江苏省)의 중3 정보기술과목을 예로 들어 보면, 제1장의

실시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하도록 한다.
점차적으로 코딩교육을 보급하고, 코딩수업 프로그램 및 게임 개발과
보급에 대한 사회 참여를 독려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중국에서 기초교육 분야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范洁, 2018).

학습로봇부터 제7장의 사물인터넷 기술응용 사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내용

인공지능 내용이 없는 부분이 없을 정도다. 중국 교육부는 고등학교
‘인공지능 초급’ 교재와 그에 상응하는 부교재를 발간했다. 또한 민간

최근 중국의 여러 중점 학교에서 코딩 동아리를 개설하거나, 코딩수업을

기업에서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면서

정보기술과목에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孙凯, 2018).

사립학교에서는 코딩 특기자 우선 입학 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는

중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스마트

코딩 능력, 인공지능 관련 능력이 앞으로 기초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로봇이 인공지능의 중요한 응용 분야로 자리 잡으며 중고등학교

핵심능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미

인공지능은 복잡한 종합학문 분야이다. 이 때문에 초·중등학교에

백여 개의 로봇 교육 실험학교가 생기면서 인공지능 교육은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는 것을 단순히 대학의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의 입시 부담이

인공지능 전공과정을 초·중등학교로 옮겨 오거나 인공지능 과목을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더라도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이 이를 심도 있게 배울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는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탐구식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않다. 대부분 정보기술과목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를 충분히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실정이다(张剑平·张家华, 2008).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范洁, 2018).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과정 관련 정책

현재 중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인공지능 교육과정이 보급된 것은
아니다.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STEAM교육과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선진국에 비하면 시작이 늦은 편이다. 중국

메이커교육(创客教育, 창객교육)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부가 2003년 4월 발표한 「일반 고등학교 기술과정 표준」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STEAM교육과 메이커교육의 목적은 혁신적인

정보기술과정에 ‘인공지능 초급’ 선택형 모듈을 설치한 것이 시작이라

교육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주로 학문적 융합에 기초한 간학문적

할 수 있다. 2012년판 「초·중등 정보기술과정 표준」에서 처음으로

프로젝트 수업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로봇 과학보급과 개발을 선택형 모듈로 포함시켰고, 초등학교와

수업만으로는 인공지능의 학문적 사고, 컴퓨팅 사고력 증진에 한계가

중학교 정보기술과목에 넣도록 하였다. 2015년 중국 교육부는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2018년 1월 일반 고등학교

STEAM교육, 메이커교육 등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교육과정 표준방안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시키도록

교육모델을 모색할 것을 독려했다. 이후 2017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하였다.

「일반 고등학교 정보기술(IT) 과정 표준(2017년판)」에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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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대학부속중학교(이하 ‘인대부중’)의 경우, ‘인공지능+STEAM’ 교육을 위한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능형 로봇, 데이터 굴착, 컴퓨터 시각, 자율주행, 이미지 처리, 가상현실 기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학교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 전문가, 일선 교사, 하이테크 기업인들을 초청해 학교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구개발팀을 구성하고, [그림 1]과 같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급 교육’부터,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학과 간 실천
응용’, 나아가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작과 연구’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형 ‘인공지능+STEAM’ 교육과정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초한 계산 지능, 감지 지능, 인지 지능, 혁신 지능 등 다차원적
인공지능 교육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周建华·李作林·赵新超, 2018).

혁신

인공지능(AI)
연구 혁신

연구와 혁신

인지

인공지능(AI)
소규모 프로젝트 실험

학문 간 실천

감지

인공지능(AI)
사고 흥미

인공지능(AI)
교육의 보급

인터넷,
빅데이터 등

[그림 1]인민대부속중학교 ‘인공지능+STEAM’ 과정 모형
출처: 周建华·李作林·赵新超(2018)

[그림 1]에서 왼쪽은 인공지능의 기술발전 단계를 나타낸다. 가장 아래층은 인터넷, 빅데이터, 계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통 기계학습과 관련한 각종 계산방법의 이해와 응용이
중점내용으로 포함된다. 두 번째 층은 음성인식, 이미지 인식, 생체 특징 인식, 문자 인식 기술 등 ‘감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 부분은 풍부한 인공지능 응용 사례로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인공지능의 원리를 소개한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발전사, 인공지능 기술의 업종별 응용,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철학적 사변을 접목하여,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의 의미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와 함께 계산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층은 생각,
추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음성, 그래픽과 문자의 내용을 기기가 인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속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맨 위층은 혁신과 관련된 것으로, 시간 여력이 되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론을 실천에 응용하도록 한다.
오른쪽은 학교교육 단계를 나타낸다. 맨 아래층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의 보급, 중간층은 학문 간
실천응용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프로젝트 팀의 연구 진행, 맨 위층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개발을
포함한다.
위 모형은 인공지능 기술과 각 교과의 융합, 혁신, 학생들의 발전을 둘러싼 핵심역량을 보여 주는 교육과정 체계로,
혁신인재 육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교육과정 체계는 평가, 수업환경 등에서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57

세계의 교육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대부중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4개 영역의

및 산업발전 시범구 등을 건설하고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20여 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인대부중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시범교육을 강화하고 있다(邱雪莲·齐振国·李京澳, 2018). 현재

교과의 융합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 간 학문적

우리나라에서는 코딩교육이나 인공지능 관련 교육들이 사교육에 많이

협력도 장려하고 있다.

의존하고 있어 저소득층 아이들이 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 학교에 코딩교육 및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표 1] 인민대부속중학교 인공지능 관련 영역과 교육과정 모듈
영역

교육과정 모듈
고급수학 모델링 및 알고리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1

모델링 알고리즘

2

계산기술

컴퓨팅 개론, 정보기술, 컴퓨터 과학

3

빅데이터

데이터 발굴, 정보와 통신 엔지니어링

시범학교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특별
경비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교육을 입시과목에 포함시키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경우 정보기술(IT)
과목을 대학입시(高考, 까오카오)과목에 포함시키는 등 미래
인재양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입시과목에 포함되더라도
임기응변식의 학업이 될 뿐 학생들의 실질적인 인공지능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의 입시

4

인공지능+융합학과

로봇, 가상현실, 스마트 홈, 무인 운전
인공지능, 드론과학 및 엔지니어링,
컴퓨팅 사고와 딥러닝, 디지털 이미지
처리와 패턴 인식

출처: 周建华·李作林·赵新超(2018)

시사점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코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현실을 고려할 때, 입시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몰입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대비한 인공지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교사 양성, 경비 확보뿐 아니라 입시 대책까지 함께 고려한
적극적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范洁(2018). 义务教育阶段人工智能课程开发的思考与探索. 中国信息技术
教育, 295(19), 95-96.

하였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周建华·李作林·赵新超(2018). 中小学校如何开展人工智能教育— —以人大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의 사례로부터 다음과

附中人工智能课程建设为例.人民教育, 22, 72-75.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이를 지도할 교사진을

周迎春(2018). 基于智能机器人课程的小学人工智能教育初探. 创新人才教育,
24(04), 85-88.
邱雪莲·齐振国·李京澳(2018). 人工智能在基础教育领域的发展路径探究.
数字教育, 4(05), 58-62.
孙凯(2018). 初高中人工智能课程的开设与改革建议. 教育现代化, 5(27),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인공지능과 교육과정을 융합하는 데 관건이

78-80.

되는 요소는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빠른

张剑平·张家华(2008). 我国人工智能课程实施的问题与对策. 中国电化教育 ,

성장은 모든 교과에 대한 교사의 정보화 소양, 이론적 소양 및

10, 95-98.

사고방식의 전환을 시급히 요하고 있다(邱雪莲·齐振国·李京澳,
2018). 하지만 이러한 소양을 갖춘 교사는 현재 일부 교과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수업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교과에서 인공지능의 접목이
가능하도록 연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교육 시범지구 또는 시범학교 지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을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 허베이성(河北省)에서는
산업육성 클러스터, 시옹안신구(雄安新区)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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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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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EDUPEACE)
서정기(협동조합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대표)

들어가며
교실에서 싸우는 두 학생을 향해 교사가 소리를 빽 지른다. “누가 교실에서 싸우래! 앞으로 교실에서 싸우는 녀석들은 수행평가
점수 깎고 부모님께 전화할 줄 알아!” 그 후, 학생들은 정말로 교실에서 싸우지 않았을까? 교사의 징벌적인 조치가 교실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 사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 항상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처벌을 둘러싸고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극심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이로 인해 공동체의 평화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렇다면 평화로운 문제 해결이란 과연 무엇인가?
‘회복적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철학은 이러한 처벌 중심의 갈등해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고민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이하 에듀피스)는 회복적정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 사회 안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회복적정의를 근거로 하는 평화교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듀피스의 활동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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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듀피스의 평화교육과 회복적정의
에듀피스는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개인과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봄을 실천하고자, 교육 및 상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연구소
이다. 에듀피스는 개인과 공동체가
일상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에듀피스 로고

것, 그래서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 가는 효능감(efficacy)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에듀피스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 바로
‘회복적정의’이다. 에듀피스는 회복적정의 철학을 기반으로 평화교육
및 갈등해결교육, 갈등조정과 대화모임, 회복적정의 실천을 위한 연구,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과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회복적정의’는 잘못된 행동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과 통제를
주로 사용하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응보적 정의가 정의를 이루어 가는 방식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피해만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과연 가해자에게
진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지 확인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주어질 처벌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처벌을 받고 나면 가해자는 모든 책임을 다 졌다고 말하며,

잘못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자의 피해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며, 가해자에게는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자발적 책임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피해를 바로잡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근본적인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회복적정의이다.
이처럼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을 만들고 함께 협력해
공동체의 피해와 관계를 바로잡아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회복적정의의 실천은 평화 공동체를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되어 준다.

회복적정의의 ‘아버지’
하워드 제어(Howard Zehr)

오늘날 회복적정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철학이자
실천적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에서는 2008년 소년법
개청에 ‘화해권고제도’로 회복적정의가 사법분야에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학교에서는 처벌 중심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피해와
관계회복에 초점을 두고 소통과 참여로 구성원들의 성장과 변화를
만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회복적 갈등조정과
대화모임’을 통해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자율조정가’를 양성하여 마을의 갈등을 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해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아 건강한 공동체로
지켜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피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가해자를

에듀피스는 평화교육 및 활동의 실천기관으로서, 회복적정의의

처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는 가해자에게 주어질 처벌의 양을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와 구조에 적합한 평화교육 프로그램과

결정하는 증거자료 혹은 참고사항으로 전락하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모델을 개발해 학교와 마을, 더 넓게는 도시 전체에 적용하고자

피해자는 소외당한다. 즉, 가해자를 엄벌하면 정의가 이루어질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4단계 교육목표와 5가지 실천영역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통념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중심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을

하워드 제어(Howard Zehr)는 이러한 응보적 정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진행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회복적정의’를

에듀피스의 교육은 ①존중과 신뢰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제시한다(Zehr, 2005). 회복적정의는 ‘잘못(wrongdoing)’을 ‘법이나

②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며, ③분쟁으로 깨어진

규칙의 위반’으로 보지 않고 ‘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④마지막으로 돌봄과 치유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적정의의 초점은 처벌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다시 통합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있다. 물론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처벌 대신 잘못이나

실천으로 평화문화를 만들고, 평화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문제가 만들어 낸 우리 안의 고통과 상처, 어려움을 바로잡는 것이

피해와 관계의 회복을 통한 정의실현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개인과

비로소 문제의 해결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회복적정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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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세우기

공동체 지키기

공동체 회복하기

공동체 재통합

에듀피스의 4가지 교육목표
4단계 교육목표와 5개 영역의 실천이 중심이 되는 에듀피스 평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이 평화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평화로운 문화와 구조를 만들고 모두가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각 영역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갈등전환 및 의사소통

평화능력

3) 회복적정의 실천

정의실현
1) 평화감수성 훈련

평화문화

평화공동체
4) 트라우마 이해와 대응

5) 사회정의의 실현 구조적 폭력 극복

인간안보

상처회복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다섯 가지 영역(Mansfield, 2017)
① 평화문화 : 존중과 신뢰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평화감수성을 훈련한다.
② 평화능력 :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평화를 만들고 실천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교육한다.
③ 정의실현 : 정의의 성취는 중요한 목표다. 처벌이 아니라 우리 안의 피해와 해악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적정의’를 실현한다.
④ 상처회복 : 상처받은 개인과 공동체를 돌볼 수 있도록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개인과 집단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용서와 화해, 치유의 과정을 실천한다.
⑤ 인간안보(human security) :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불평등,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를 극복하고 개인의
인권과 존엄한 삶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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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에듀피스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
회복적정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각 개인과 공동체가 평화의 가치와 철학을 내면화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돕고 있다. 에듀피스는 가정에서 출발해 학교와 마을, 도시의 사회구조와 시스템이
회복적정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복적정의를 통해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갈등과 폭력,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적 갈등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회통합, 용서와 화해,
치유를 이루는 것이 에듀피스가 꿈꾸고 지향하는 목표이다.

2. 회복적정의와 학교의 만남,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정의가 국내에 빠르게 알려지고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학교에 접목되어 나타난 ‘회복적 생활교육’의
공이 크다. ‘회복 중심 생활교육’, ‘관계 중심 생활교육’ 등으로도 일컬어지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정의 철학을
학교교육에 적용하는 회복적 실천(restorative practice)의 한 종류이다.
기존에 학교에서 통용되던 생활지도는 수직적인 교사(학교)-학생 관계 속에서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 교칙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한 처벌의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학생 인권, 교사-학생 간 상호 존중 등이
중요해지는 최근 사회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 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역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지도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한 학생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래서 단순히 처벌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공동체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즉, 문제 해결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되고, 존중과 배려는 주입된 행동규칙이 아닌 학급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과 그 영향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며, 학급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정하여 실천해
보도록 한다. 이렇듯 회복적 생활교육은 기존의 생활지도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함으로써 학생의
관계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측면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생들의 평화역량을 강화하는 특별한 교육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 교육청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장려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듀피스에서 진행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생들이 모두 정면의
교사를 바라보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다. 대신 교실책상을 모두 치우고 동그랗게 둘러앉은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바로 ‘서클(circle) 대화’를 하기 위해서이다. 서클 대화법은 공동체가 어떤 주제에 대해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대화 방법으로,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경청할 수 있도록 둥글게 둘러앉아 차례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서클의 안정감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서클, 존중의 약속)을 진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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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에 필요한 가치를 찾아보고, 그 가치를 우리 학급에 적용하기 위해 각자가 약속을 만드는 ‘존중의 약속 만들기’도
실시한다. 서클과 조별 활동을 통해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야기해 보고, 우리 학급에 필요한 가치를
선별한다. 예컨대 ‘배려’라는 가치로 의견이 수렴되었다면, 서로 배려하는데 필요한 약속을 정한다. 약속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이어야 한다. 존중의 약속을 정한 후, 며칠 후에 그 약속을 점검한다.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었는지, 잘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다 잘 지킬 수 있는 차원의 약속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약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클로 인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었다.”
“이 체험을 통해 우리 학교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우리 반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에듀피스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소감문
회복적 생활교육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간다. 평소 알지 못했던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다는 점,
학급의 규칙을 학생 모두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협의한다는 점, 갈등을 보다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 등. 학생들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서로 더 단단히 연결되고, 학급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교사들 역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듀피스 교사연구회에서 오랫동안 함께해 온
이명연(가명) 선생님(인천 A중학교)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처음 실천했을 때의 그 ‘짜릿한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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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담임이 되었을 때, 정말로 힘든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때문에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내내 고민도 많이 하고 따로 상담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름방학에
에듀피스에서 진행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수강하게 돼서, 이걸 우리 학급에 적용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학기 시작하면서 학급 내에서 서클도 진행해보고, 제 나름대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식으로. 아이들이 엄청 활기차게 변하고,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되고, 학급 운영도 너무
잘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던지, 졸업할 때는 학생들이 학급 추억을 잊을 수 없다면서 사진 앨범도 만들어
주더라니까요. 그때 학생들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저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거(회복적 생활교육) 꼭 계속 해야겠다.’”
양현선(가명) 선생님(용인 B고등학교)은 학생부장으로 있을 때 에듀피스를 접하게 되었다. 수많은 사안을 처리하면서
고뇌에 빠졌던 양 선생님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답을 찾은 기분이었다고 설명한다.

“사실 사안처리하면 결국 아이들 벌주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 낙인찍고, 수치심만 주고, 그런다고
아이들이 변하지도 않고......, 또 피해 학생들은요? 아무도 그 학생들에게 관심 가져 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 망가져 버리는 느낌이랄까?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에듀피스 교육을 듣고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회복적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정말 회복적으로 풀리더라고요. 회복적정의를 통해 사안을 처리하면 결국 가해자도 제대로 책임지게 되고,
피해자도 그 고통을 공감받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는 저도 회복되더라고요. 회복적
생활교육은 결국 그 모두를,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학급 공동체가
변화하고 있고, 학교 공동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안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간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상의 평화까지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평화롭고 회복적인 문제 해결, 갈등조정과 대화모임
대다수의 사람은(특히 한국 문화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라고 여기고, 평화로운 공동체
혹은 좋은 공동체에서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마주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은 늘 생기기 마련이다. 사실 갈등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갈등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갈등을 회피하기보다 갈등을 마주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갈등해결이란 ‘관련 당사자가 상호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자발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갖는 것(정주진, 2010)’이다.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회복적정의 패러다임은 갈등을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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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모임1)을 활용하며, 대화모임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조정자는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어 서로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대화모임이 잘 이루어지면 당사자들이 직접 해당
문제를 다뤄나간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고, 상처 입은
당사자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 현재 갈등조정과
경찰과 함께 개입했던 갈등조정 모임

대화모임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에듀피스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단위학교의 갈등조정 의뢰에 응하여 대화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기 전의 사안이거나 진행 중인 사안 또는 학폭위가 종료된 사안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조정을 진행한다.
대화모임 사례는 참여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본고에서 소개하기 어렵다. 다만 대화모임을 통해 갈등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소만 확인하자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사안으로 인해서 각자가 받은 피해와 영향을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학폭위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처벌을 위해 잘못의 경중을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초점은 처벌의 수위에
집중된다. 한쪽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한쪽은 최대치의 처벌을 주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선 상대방이 어떤 피해와 영향으로 힘들어 하는지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피해조차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깨진 관계는 방치되며 당사자 모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다 여기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서로에게 들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직면하게 되면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
두 번째는 당사자들이 협의한 재발방지의 약속을 통해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당사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온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 다시 원래의 학교생활을 되찾는 것이다.
대화모임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이 처벌과 응징이 아닌, 피해회복과 안전한 공동체 생활로 전환될 때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제안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은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율성을 회복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잘못한 학생은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시 통합된다.
이렇게 갈등조정 및 대화모임은 학교폭력 사안 이후 학생들이 원래의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그렇기에
많은 학생들이 대화모임을 하고 난 후 ‘대화모임을 하게 되어 다행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풀렸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해졌다’ 등의 소감을 말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단지 몇몇 사례가
아니라 실제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 갈등조정을 위한 대화모임은 손해배상 등에 대해 합의하는 분쟁조정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갈등조정의 초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의
약속을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며, 갈등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입은 피해와 깨진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화모임은 사전모임(당사자 개별 면담)과
본모임(당사자들 간의 대화모임), 사후모임(본모임 종료 후 당사자들의 약속 이행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한 대화모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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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 위와 같이 학교 곳곳에서 평화로운 갈등해결 사례를 보여준 에듀피스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기도교육청의 위탁으로 ‘갈등조정 외부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이 변화함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실시하기 전 피·가해학생의 대화모임을 통해 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였다. 그에 따라 대화모임에 협력할 갈등조정 전문가가 필요해져
에듀피스를 통해 인력을 양성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위탁 갈등조정 외부전문가 양성교육

광진구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

갈등조정에 대한 관심은 학교 사회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5년부터
‘소통방’이라는 대화모임센터를 개설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고, 그 결과 2019년까지
접수된 분쟁 중 85%가 원만히 해결되는 결과를 낳았다2). 이에 서울특별시도 2019년 12월까지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지역 내 갈등 사안에 해당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듀피스는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사업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으로서 서울 광진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을 거쳐 주민자율조정가를 다수
배출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대다수의 주민은 회복적정의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소송이나
민원신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주민들은 당사자 간 소통에 도움을 주는 주민자율조정가로서의 역량을 기르며, 앞으로
갈등조정을 통해 평화로워질 마을을 기대하고 있다.

“자율조정가 교육은 제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스승 같아요. 내 생활 속에 있었던 많은 분쟁과 갈등을
돌아보면서 나부터 존중과 배려를 더 실천하게 되었어요.” - 참가자 서영숙 씨(가명)
“지금까지의 제 모습을 뒤돌아 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의 평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 참가자 이수종 씨(가명)
이처럼 갈등조정과 대화모임은 우리 생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회복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장되고, 그러한 역량을 가진 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회복적 공동체로서의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는 듯하다.

2) 여성신문,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이웃 간 분쟁 화해성사율 85%(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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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에듀피스가 실천하는 회복적정의 교육은 우리 안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또
각 개인과 공동체가 직접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평화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육 참여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평화가 아니라 원만한 갈등해결로부터 찾아오는 평화,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가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는 평화라는 점에서, 에듀피스가 제시하는 평화는 유용하고 실제적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회복적 생활교육, 갈등조정과 회복적 대화모임, 주민자율조정가 등 여러 회복적정의 프로그램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실은 에듀피스의 회복적정의 평화교육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사례이다. 에듀피스의 사례는 회복적정의가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깊다.
에듀피스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평화로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며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 회복적정의
평화문화가 깃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단지 한국 사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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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미래로 나아가다
경상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 경상북도 인동고등학교
장혜승, 장미은(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이러닝팀)

들어가며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를 배워 보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여건이나 기회가 되지
않았던 과목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았어요. 온라인수업으로
스페인어를 듣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오프라인으로 만나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림 1] 2019년 2학기 인동고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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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9년 1학기에 ‘온라인수업’으로 스페인어를 수강한 인동고등학교 학생이 면담에서 언급한 이야기이다.
‘온라인수업’은 2012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편입으로 인해 미이수된 교과를 보충하고 단위학교에서 미개설된 교과를 제공한다.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은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맞춤형 온라인수업으로, 구미에 소재하는 인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스페인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선택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부터 인동고의 ‘온라인수업’ 운영 사례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온라인수업’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한다.

온라인수업이란?
2012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온라인수업’ 교육과정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편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이수 과목(이하 보충학습과정)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단위학교에서
교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개설 과목(이하 미개설과정)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c). 2019년(과목 개설 결과 기준)의 고등학교 신청 학생 수1)는 19,430명이며, 최근
5년간 온라인수업의 고등학교 신청 학생 수는 평균 40%씩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고등학교 신청 과목의 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충학습과정은 8,032명(41.3%), 미개설과정은 11,398명(58.7%)으로([그림 2] 참고), 비슷한 수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통하여 보충학습과정과 미개설과정을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의 현황을
감안하면 미개설과정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조금씩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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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고등학교 온라인수업 신청 학생 수 및 신청 목적별 현황

1) 본 원고의 ‘신청 학생 수’는 온라인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의 과목 기준 현황으로, 한 명의 학생이 두 과목 이상 신청할 수 있기에 실제 수업을 신청한
학생 수와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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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경상북도로 가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등학교 온라인수업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2년 2학기부터 온라인수업을
신청하여 관리해 왔다. 신청 학생 수를 보았을 때, 2012년 2학기 17명으로 시작한 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학기에는 845명의 학생이 신청하였다.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2018년 2학기부터 경상북도교육청은
온라인수업의 미개설과정을 활용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단위학교들의 지역적 특성(학교 간 거리가 멀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특성)과
선택과목의 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출석수업을 더하여 온라인상에서만 추진되는 온라인수업의 제약을
동시에 극복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의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의 교과를 학생들의 졸업 시수 안에
편성함으로써 고등학교 1학년에 추가로 수강한 선택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 면제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19a).

• 단위학교의 교과목 개설 다양화를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 교육과정 특성화 및 다양화를 통한 풍부한 학습 경험 제공 및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에 온라인수업 방식을 접목하여 학습 참여의 편의성 제고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인동고등학교(경상북도 구미 소재)이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봉균(교육과정부장), 김지현(온라인수업 관리교사)
교사는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 기획이 학생들의 온라인수업 참여율 향상 방안 탐색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였다.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도 인동고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의 미개설과정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학교
컴퓨터실에 주기적으로 모여서 다 같이 듣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신청한 학생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블렌디드 수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수업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학습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수업을
블렌디드 수업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한 줄만 기재되는 것이 아깝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담당자, 인동고 담당자,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수업
담당자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수업 이수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기재해 줄 방법을 고민하다가 공동교육과정과 연결 짓는 방법을 생각하였죠.
온라인수업과 공동교육과정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온라인수업과 출석수업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비교적 교사 수급이 원활한 사회나 과학과 과목은 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인 스페인어를 선택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동고 서봉균 교사, 김지현 교사: 2019년 10월 21일 인터뷰 내용 중 발췌)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상북도 인동고등학교에서
2018년 2학기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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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기별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 운영 내용
구분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운영 대상

경북 인동고 및 인근 5교
1, 2학년

경북 인동고 및 인근 7교
1, 2학년

경북 인동고 및 인근 2교
1, 2학년

운영 과목

스페인어Ⅰ(2015)(3단위)

스페인어Ⅰ(2015)(3단위)

프랑스어Ⅰ(2015)(3단위)

운영 방법

온라인수업을 정규교과로 편성하여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이수 기준

온라인수업 진도율 2/3 이상 수강한 경우 이수 처리

평가 방법

수행평가(과제평가 + 프로젝트 활동(출석수업)) +
기말평가(온라인 평가)를 학기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점수 산출

운영 결과

-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실제 졸업 시수(단위)에 반영
- 월 1회 출석수업을 병행하여 온라인 활동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파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년 온라인수업 운영 관련 협의회(경북) 자료. 미간행 내부자료.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은 인동고를 개설학교로 하여 인동고와 인근 학교(협력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운영 과목은 교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미개설되었던 과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2018년
2학기와 2019년 1학기에는 스페인어Ⅰ이 개설되었고, 2019년 2학기에는 프랑스어Ⅰ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과목은 정규 교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졸업 단위에 포함되었다. 이수 기준은 온라인수업 진도율 2/3 이상이고, 이수한 학생에 한해 평가 결과(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수행평가(온라인수업 과제, 출석수업)와
기말평가(온라인 평가) 결과를 통해 산출된다. 출석수업은 학기당 4회(월 1회) 실시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 조별
프로젝트(스페인 요리 만들기([그림 3] 참고), 스페인 관련 공연 관람 등), 기말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출석수업은 인동고 담당 교사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촉한 온라인수업 교과교사 2)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수업 교과교사를 통해 스페인어 교과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인동고등학교, 2019).
인동고에서 운영된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의
신청 학교 및 학생 수는 [표 2]와 같다. 2018년 2학기에는
인동고 및 인근 5개 학교 36명의 학생이 신청하였으며,
2019년 1학기에는 인동고 및 인근 7개 학교 21명의
학생이 신청하였다. 2019년 2학기에는 인동고 및 인근
2개 학교 35명의 학생이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b).
[그림 3] 인동고 스페인 요리 만들기 수업 장면

2) 온라인수업 교과교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촉한 온라인수업 교과 담당 교사를 의미하며, 담당 과목의 신청 학생 학습 독려, 질의응답, 과제 출제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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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기별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 신청 현황
구분

신청 학교 수(교)

신청 학생 수(명)

2018-2

6

36

2019-1

8

21

2019-2

3

35

합계

17

9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년 온라인수업 운영 관련 협의회(경북) 자료. 미간행 내부자료.

“2018년 2학기에는 공문을 통해 인근 지역(구미, 칠곡, 김천)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각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학생들과 협의해 출석수업 날짜를 결정했어요. 출석수업은
오리엔테이션, 상황극, 요리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요리 수업을 할 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원해준 스페인어 교과교사가
출석수업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하였고,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학습하며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2019년
1학기에는 경북교육청의 ‘스마트 교육과정’ 사이트를 통해 학생이 직접
신청하고, 개설학교와 협력학교의 승인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2학기와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학생들과 협의하여 출석수업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1학기 출석수업은
오리엔테이션, 스페인어 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되었어요. 아무래도

[그림 4] 인동고 서봉균 선생님

스페인어 교과교사가 매 출석수업마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출석수업을 할 때 교과교사가
온라인으로 미리 미션을 주고, 학생들이 출석수업을 하며 미션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교과교사에게 파일로
보내고 평가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동고 서봉균 교사: 2019년 10월 21일 인터뷰 내용 중 발췌)

2019년 2학기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은 [표 3]과 같이 인동고를 개설학교로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인동고등학교, 2019). 운영 대상 및 방법, 이수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등은
1학기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운영 과목은 프랑스어Ⅰ이며, 평가 결과는 이전 학기와 같이 수행평가, 기말평가 점수로
산출하기로 하였다. 운영 기간은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들과 인동고 담당 교사, 교육청 담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14주(2019.10.07.~2020.01.10.)로 설정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사일정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학사일정 조정을 통해 방학을 활용하여 온라인수업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서 학생들의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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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9년 2학기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구분

운영 계획

운영 대상

인동고(개설학교) 및 인근 학교(협력학교) 1, 2학년

운영 기간

2019.10.07. ~ 2020.01.10.(14주)

운영 과목

프랑스어Ⅰ(2015)

운영 방법

온라인수업을 정규교과로 편성하여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이수 기준

온라인수업 진도율 2/3 이상 수강한 경우 이수 처리

평가 방법

수행평가(과제평가 + 프로젝트 활동(출석수업)) +
기말평가(온라인 평가)를 학기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점수 산출

운영 결과

-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실제 졸업 시수(단위)에 반영
- 월 1회 출석수업을 병행하여 온라인 활동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파악

출처: 인동고등학교(2019). 2019학년도 2학기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내부자료.

“2019년 1학기 종료 후 신청 학생 중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학기 기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시험기간과 겹치다 보니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콘텐츠 내용이 어려워 한 회차를 여러 번
수강하다 보니 진도율을 채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동고 서봉균 교사; 2019년 10월 21일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온라인수업, 미래로 나아가다
현재 경상북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인동고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동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온라인수업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라는 것이 학교 수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학교 안의 교사가 중심
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교육과정 변화로 학교 밖 연계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변화를 생각하면 인동고가 연구학교로서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안의 교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와 학생들의 관점에서 학교 안 수업보다
온라인수업으로 쉽게 수업을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차별을 두고 기재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이숙희 장학사; 2019년 10월 21일 인터뷰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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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들과 더불어, 인동고 및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온라인수업

“교과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려우면

활용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출석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공간의

교과교사는 화상으로 수업하고,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서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출석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교사와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된다. 출석수업 참여의 제한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업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화상수업은 온라인과 출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019년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은 형태가 다른 수업이니까
실시간으로 각자 화상수업에 참여하기보다 모여서 수업을

1학기에는 [그림 6]과 같이 화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페인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온라인수업 교과교사와 신청 학생들이

(인동고 서봉균 교사; 2019년 10월 21일 인터뷰 내용 중 발췌)

동시간에 화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오리엔테이션, 프로젝트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화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청 담당자의 우려 사항은 비단 교육청의 입장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온라인수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을
강조하기보다 학교수업을 우선시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한
후에도 충족되지 않는 수요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온라인수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물리적인
한계에 대한 문제는 화상수업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인근 학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내의 학교로 범위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온라인수업 활용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의

[그림 6] 2019년 1학기 인동고 교과교사와의 화상수업

다문화 학생 수와 경북의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상수업을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사가

추세이다. 또한 전국 다문화 학생 중 경북 지역의 다문화 학생이

경북 내에서 수급되지 않아 전국단위로 섭외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상북도 내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수업 활용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화상수업을 통해서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을

교사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만나 학습함으로써 해결하면 좋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온라인수업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과목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성상 선생님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것이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상수업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만약 모든 출석수업을 화상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황에 따라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이숙희 장학사; 2019년 10월 21일 인터뷰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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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문화 중고등학생 추이(경북vs.전국)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수정 보완. https://kess.kedi.re.kr/index.

“현재 인구 수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다문화 관련 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 체험과 같은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의 국적이 베트남인 다문화 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진로맞춤형
선택과목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나 직업을 위해 심화된 베트남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온라인수업을 활용하여 수요가 있을 경우,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이숙희 장학사; 2019년 10월 21일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한국학교에서의 온라인수업 활용에 대한 요청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학생 그룹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수업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현실화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온라인수업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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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근거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실시하고 있다. 1999년 2월 5일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정의하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2016년 5월 29일 신설된 「교육기본법」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화했다. 또한, 2016년 이후 통일교육지원법 관련
조례들이 다수 제정되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평화·통일교육지원, 평화·통일교육 진흥 등으로 검색1)한 결과 36개의
조례가 확인되었고, 17개 중 7개 시도교육청(전북, 전남, 경남, 강원, 서울, 인천, 세종)에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태였다. 또한 7개 시·도(전북, 서울, 전남, 경북, 경기, 광주, 부산) 및 22개 시군구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11.3. 인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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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있었다. 더욱이 2018년 3월 신설되고 9월부터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3은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화에 따라 2018년 초·중·고 학교에서
통일교육주간 계기수업2)에 참여한 비율은 95%3)로 확인되었다.
2014년부터 매년 초·중·고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가 실행4)되고 있다. 2014~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개요(2014-2018)
2014

구분

학생
조사
대상

2017

2018

6.23-7.11

10.5-11.17

10.20-11.20

10.16-11.27

10.22-12.10

초·중·고 704개교

초·중·고 615개교

초·중·고 597개교

초·중·고 597개교

116,000명

119,551명

106,347명

101,224명

82,947명

초

13,783명

초

47,558명

초

42,503명

초

36,979명

초

26,213명

중

53,596명

중

46,194명

중

39,202명

중

39,306명

중

28,673명

48,621명

고

25,799명

고

24,642명

고

24,939명

고

고

3,130명
교사

2016

초·중·고 200개교

조사 기간
학교

2015

4,672명

4,141명

4,004명

28,061명
4,166명

초

1,809명

초

3,415명

초

2,976명

초

2,910명

초

2,023명

중

759명

중

757명

중

738명

중

636명

중

1,143명

고

562명

고

500명

고

427명

고

458명

고

1,000명

· 통일인식
· 통일관련 학생인식

· 북한인식

· 통일교육실태
· 통일교육 관련시수
조사 내용
· 학교통일교육
· 통일교육 방법
운영방법
· 통일교육 개선방안
· 통일교육 활성화
과제
조사 방법

방문조사

방문조사

· 통일인식
· 북한인식

·통일인식

· 통일인식

·북한인식

· 북한인식

· 학교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 현황 등
및 과제

방문조사

방문 및 우편조사

· 통일교육 현황 등

방문 및 우편조사

※출처: 2014-2018년 각 연도5)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지난 5년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통일인식과 학교 통일교육 현황 등을 대략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는 초·중·고 학생 82,947명, 사회·도덕·역사 등 통일교육
관련 교사 4,166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르게 분포하며, 조사내용은 통일인식, 북한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포함한다.

2) 계기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위키백과에서 2019.11.6. 인출)
3) 통일부·통일교육원(2019:8).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 시행계획
4)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4항에 근거
5) 통일교육원(2018:80), 통일교육원(2017:86), 통일교육원(2016:75), 통일교육원(2015:78), 통일교육원(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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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일의 필요성(2014-2018)
필요
2014

2015

보통

2016

2017

2018

2014

2015

불필요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3.5

63.1

63.4

62.6

63.0

26.1

19.1

19.5

20.7

22.6

19.7

17.0

15.8

16.1

13.7

초

71.0

73.9

72.3

74.4

73.9

17.1

12.3

13.4

13.3

15.6

11.0

12.6

12.4

11.2

9.3

중

54.3

59.6

60.3

59.3

61.3

26.6

22.5

22.8

24.0

24.5

18.3

17.3

16.0

16.3

13.6

고

47.8

49.2

52.8

50.2

54.6

27.9

25.4

24.8

26.4

27.1

23.8

24.8

21.5

23.2

18.1

*단위: %
※구분: 필요(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잘 모르겠다), 불필요(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사례수: 2014년(116,000명), 2015년(119,551명), 2016년(106,347명), 2017년(101,224명), 2018년(82,947명)
※출처: 2014-2018년 각 연도6)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학생조사 문항7을 발췌하여 표로 구성

우선 학생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5점 척도7)로 조사된 초5~고3 학생들이 인식하는 통일의 필요성8) 응답결과를 필요,
보통, 불필요로 구분해 보았다. 2014~2016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다소 감소했고, 2018년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관되게 70%를 상회할 정도로 통일의 필요에 대한 강한 인식수준을 보였다. 반면 2018년
중학생은 초등학생 대비 12.6%p, 초등학생 대비 고등학생은 19.3%p 낮았다. 이상과 같이 지난 5년간 전반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동시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3]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2014-2018)
우리나라의 이산가족
전쟁위협 등
역사적으로
힘이 더
문제를
불안감에서
같은
구분
강해질 수 해결할 수
벗어날 수
민족이라서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북한의 음식도
북한 주민의 군사비 등
먹어보고 여러
모름/
자유와
분단에 따른
기타
관광지들을 가볼 무응답
인권을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위해서
수 있어서

2014

25.8

18.9

24.7

13.7

-

12.3

1.8

2.7

0.2

2015

26.6

16.6

25.0

15.7

6.0

5.5

1.2

3.2

0.2

2016

28.2

16.2

25.2

14.6

6.6

5.7

1.3

2.1

0.3

2017

31.8

15.0

25.0

14.2

6.3

5.4

2.2

-

0.2

2018

24.6

21.6

21.2

18.2

5.7

5.4

3.0

-

0.2
*단위: %

※기준: 통일의 필요성(문항7)에 대해 ‘필요(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응답자 기준
※사례수: 2014년(62,087명), 2015년(75,394명), 2016년(67,403명), 2017년(63,351명), 2018년(52,273명)
※출처: 2014~2018년 각 연도9)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학생조사 문항7-1을 발췌하여 표로 구성

6) 통일교육원(2018:80), 통일교육원(2017:86), 통일교육원(2016:75), 통일교육원(2015:78), 통일교육원(2014:40)
7)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8) (문항7) 학생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9) 통일교육원(2018:83), 통일교육원(2017:89), 통일교육원(2016:78), 통일교육원(2015:81), 통일교육원(2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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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았다.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2014~2017년에는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전년 대비
2018년 7.2%p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라는 인식도 전년 대비
2018년 3.8%p 낮아졌다. 반면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2017년 대비 2018년 10.6%p 크게 증가했다.

62.8

57.1

59.1

62.2

51.2

44.9

38.3

37.4

35.5

45.5

2014

2015

2016

2017

2018

위협요인 해소

긍정요인 강화

*단위: %

[그림 1]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2014-2018)
이하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위협요인 해소와 긍정요인 강화로 나눠보았다. 위협요인 해소는 (1)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2)우리나라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3)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응답지를 포함했다. 긍정요인 강화에는 (1)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 (2)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3)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응답지를 포함했다. 그 밖에 기타, 무응답/모름은 제외했다. [그림1]에서처럼
2015~2017년간 위협요인 해소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했던 반면 2018년 위협요인
해소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11.0%p 크게 감소했다. 이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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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2018)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구분

2018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기타

모름/
무응답

계

24.6

21.6

21.2

18.2

5.7

5.4

3.0

0.2

초

23.4

27.4

16.1

20.7

6.9

2.3

2.9

0.3

중

26.7

18.7

22.8

18.1

5.0

5.8

2.8

0.1

고

23.7

17.7

26.0

15.1

5.2

9.0

3.2

0.2
*단위: %

※기준: 통일의 필요성(문항7)에 대해 ‘필요(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응답자 기준
※출처: 2018년10)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학생조사 문항7-1을 발췌하여 표로 구성

특히 2018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에 응답한 비율은
초11) 27.4%, 중 18.7%, 고 17.7%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았다. 또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응답 비율도 초12) 20.7%, 중 18.1%, 고 15.1%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쟁 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는 중학생이 26.7%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응답은
고등학생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학교급간 응답
차이가 뚜렷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동일민족, 이산가족
문제해결, 북한주민 인권 등 긍정적 요인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전쟁 위협, 국력, 군사비 등 위협적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2015-2018)
구분

통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잘 판단하기 어려워서

통일이 되든 안되든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잘
몰라서

기타

모름/
무응답

2015

71.1

18.0

4.8

5.1

1.0

2016

72.6

16.4

4.2

5.1

1.8

2017

70.2

18.1

4.2

6.8

0.8

2018

67.4

18.2

4.7

8.6

1.1
*단위: %

※기준: 통일의 필요성(문항7)에 대해 ‘보통(잘 모르겠다)’ 응답자 기준
※사례수: 2015년(22,799명), 2016년(20,755명), 2017년(20,925명), 2018년(18,722명)
※출처: 2015~2018년 각 연도13)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학생조사 문항7-2를 발췌하여 표로 구성

10) 통일교육원(2018:83)
11) 초5 29.7%, 초6 24.8%
12) 초5 21.5%, 초6 19.8%
13) 통일교육원(2018:86), 통일교육원(2017:92), 통일교육원(2016:16), 통일교육원(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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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통일의 필요를 “잘 판단하기 어려워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또는 “통일에 대해 잘 몰라서”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까지 판단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70%대로 상당히 높았지만, 2018년 60%대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잘 모르거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통일교육의
운영 방법이나 방향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통일교육의 원활한 운영(2014-2018)
원활함

보통

원활하지 않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7.9

62.8

63.9

66.3

67.4

30.5

27.9

25.7

23.5

26.5

11.3

8.6

9.7

9.0

5.7

초

71.8

67.6

67.3

70.6

75.7

21.8

25.5

24.2

20.8

19.4

6.1

6.2

8.0

6.9

4.4

중

44.3

57.9

63.0

62.4

69.3

43.0

31.3

28.0

26.9

25.1

12.6

10.3

7.7

10.4

4.8

고

31.7

37.8

42.2

44.1

56.2

42.0

39.2

32.3

36.0

35.8

25.8

22.6

24.6

19.9

8.0

*단위: %
※사례수: 2014년(3,130명), 2015년(4,672명), 2016년(4,141명), 2017년(4,004명), 2018년(4,166명)
※출처: 2014~2018년 각 연도14)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교사조사 문항1을 발췌하여 표로 구성

다음은 교사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더욱이 초·중학교 대비 고등학교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이처럼 지난 5년간 학교 통일교육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학교급별 교사들의 차별적
응답결과는 학생들의 긍정적 통일인식이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사들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이 원활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2018년
조사에서 교사들의 부정적 응답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년 대비 11.9%p 낮아져 초·중·고
학교급간 차이도 다소 줄어들었다.

14) 통일교육원(2018:146), 통일교육원(2017:146), 통일교육원(2016:133), 통일교육원(2015:138), 통일교육원(2014:71)

14) 통일교육원(2018:146), 통일교육원(2017:146), 통일교육원(2016:133), 통일교육원(2015:138), 통일교육원(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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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0.5

18.3
19.8

20.0
19.2

18.9
19.5

28.7

39.9

30.7

34.5

32.4

34.7

43.9

45.1

63.9

62.1

60.6

63.2

58.1

2014

2015

2016

2017

2018

22.7

36.2
40.4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부모님 등의 불만

통일교육 수업활용 자료의 부족

교사의 통일교육 의지 부족

통일교육이 이념논쟁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교사의 통일 관련 전문성 부족

통일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단위: %

[그림 2] 학교통일교육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이유(2014-2018)
또한 교사들은 학교통일교육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이유15)에 대해서 우선 “통일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다음은 “통일교육이 이념논쟁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통일교육 수업활용 자료의 부족”, “교사의
통일관련 전문성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일관되게 학교통일교육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
언급된 통일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사회영역
내용 중 통일 관련 내용은 중학교 과정까지만 다루어지고 있다는16) 점은 결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원활히 운영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임을 말해 준다. 이에 초·중등학교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실질적 운영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한 원활한 평화·통일교육을
토대로 교원 및 학생의 평화·통일 관점 및 인식 변화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사례수(중복응답): 2014년(352명), 2015년(404명), 2016년(401명), 2017년(359명), 2018년(66명)
16)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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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통일교육 연수 경험(2014-2018)
구분

있다

없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29.7

28.6

32.2

32.8

31.5

69.3

71.0

66.4

66.0

68.2

초

24.3

22.8

26.4

27.9

22.9

74.5

76.7

71.9

70.8

76.8

중

35.3

48.2

51.5

47.0

42.0

63.5

51.5

47.8

51.9

57.4

고

39.3

38.2

38.6

43.9

36.7

60.3

61.4

60.2

55.2

63.2
*단위: %

※사례수: 2014년(3,130명), 2015년(4,672명), 2016년(4,141명), 2017년(4,004명), 2018년(4,166명)
※출처: 2014~2018년 각 연도17)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교사조사 문항10을 발췌하여 표로 구성

한편 지난 5년간 초·중·고 교사들의 통일교육 연수 경험18)이 다소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통일교육 연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연수 경험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 연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8.2%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1.5%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연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2%p 증가한 것이고,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년 대비
8.0%p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통일교육의 흐름은 기존 남북통합의 과정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일상에서의 평화와
시민성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른 평화역량 및 평화시민성 교육 등이 부각되고 있다19).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평화·통일의 관점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통일교육 연수 경험이 저조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교육부가 2018년 11월 28일 발표한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 교원 전문성
제고가 포함되었다. 즉 한반도 정세와 통일전망, 수업사례, 해외 사례를 통한 평화교육 등의 집중연수를 통해
핵심교원을 양성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9년 10월 3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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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일교육원(2018:188), 통일교육원(2017:185), 통일교육원(2016:166), 통일교육원(2015:171), 통일교육원(2014:89)
18) (문항10) 선생님께서는 통일교육 연수(직무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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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회원자격 및 특전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우리 원에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가입방법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연 회 비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입금계좌

890901-00-016715(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문 의 처 지식정보화실(정보자료) Tel. 043) 530-9245 E-mail. kedibook@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외 교육분야, 다양한 영역의 동향과 정보, 교육계 소식 등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홈페이지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EDI 홈페이지
www.kedi.re.kr

KEDI 영문 홈페이지
eng.kedi.re.kr

AskKEDI 전자도서관
askkedi.kedi.re.kr

교육시설ㆍ환경연구센터
www.edumac.kr

대학역량진단센터
uce.kedi.re.kr

디지털교육연구센터
openschool.kedi.re.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www.hub4u.or.kr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edpolicy.kedi.re.kr

교과교실제
scmc.kedi.re.kr

교원양성기관평가
necte.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www.afterschool.go.kr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ged.kedi.re.kr

인성교육지원센터
insung.kedi.re.kr

자유학기제
www.ggoomggi.go.kr

Wee프로젝트
www.wee.go.kr

한국교육개발원(KEDI)

• 한국교육개발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KEDIPR

SNS

•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youtube.com/c/한국교육개발원KEDI

• 한국교육개발원 트위터 twitter.com/kedi_pr
• 한국교육개발원 인스타그램 instagram.com/iam_kedi_/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polic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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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 웹진

2019년,
삶의 질을 높이고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교육,
나눔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더불어 사는 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즐거움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낯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하며
잠재력을 키워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성취하게 하며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미래사회 핵심역량 교육, 혁신적인 초·중등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져
대학이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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