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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체험·소통형 교수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인정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평화·통일 감수성은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등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해,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전인격적
인 감정 반응”으로 정의했다. 이어 연구에서
는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목표로 지
식·이해, 기능·역량, 태도·의지 측면에서 3가
지씩 총 9가지의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평
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내용요소를 생
활영역 확대의 원리에 기초해 4영역으로 구
분해 제시했다.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평화
의 눈으로 본 통일”을 대주제로,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체험·소통형 교수법과 프로그램
을 대상별로 제시했다. 그 대상은 공직자통
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
육과정, 특별교육과정, 통일교육전문강사과
정 5개 과정이며, 각기 도입, 진행, 마무리의 
3단계로 나누어 총 15개 기법을 선정했다. 
  첫째, 공직자통일교육과정에서는 명목집
단기법,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액션 러닝, 
여섯 색깔 모자 기법을 제시했다. 둘째, 학교

통일교육과정에서는 브레인스토밍 기법, 토
의 기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수업, 비주얼 씽
킹 기법을 제시했다. 셋째, 사회통일교육과
정에서는 매체를 활용한 스팟 기법, 비폭력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수업, 마인드맵 기법
을 제시했다. 넷째, 특별교육과정에서는 로
터스 발상법, 프로젝트 방식의 협동 학습, 유
추·은유·갤러리 워크 기법을 제시했다. 다섯
째,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에서는 브레인라
이팅 기법, 러닝코치를 활용한 문제 기반 학
습, 하브루타 기법을 제시했다.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체험·소통
형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지 중심의 통일교육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 평화적
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치관과 태도, 
실천 역량을 증진하며, 평화·통일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 정
서, 태도,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제어: 평화, 통일, 평화교육, 통일교육, 
         감수성, 체험·소통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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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남북의 분단은 70년을 넘어섰다. 오랜 분단은 남북의 제도와 인식에 차이를 가져

왔고 남북 간 동질성을 약화시켜 왔다. 더욱이 우리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

누적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남북의 오랜 적대감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 정착

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

차원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평화 정착 뿐 아니라, 남북 주민 간의 내적, 심리적 측

면에서도 평화 정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일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태어

나고 자라 왔다. 탈냉전, 세계화, 다문화 추세 속에서 살아 온 젊은 세대들에게 있

어서 기존의 민족 동질성, 민족공동체 중심의 통일 담론은 그 논리적 근거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점차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

시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와 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점 또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인

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남북 간 격차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통일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존의 당위적, 민족적 차원의 전통

적 통일 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통일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교육은 한반도 분단 해소와 미래의 통일 비전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의미를 지녀야 한다. 통일교육은 거시적 차원에서 남과 북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새로이 정립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교육은 통일

을 이루기 위한 과정 뿐 아니라 통일을 이룬 이후의 삶을 모두 다루는 복합적인 교

육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어느 한 가지의 교육의 아이디어와 요소만으

로 완결될 수 있는 성질의 교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1)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가치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갈등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고

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상호 대화와 협력,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인정, 다름에 대한 수용과 관용, 차별과 편견에 대한 배격,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인식 전환과 역량 함양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인식과 역량

은 전통적인 통일교육으로는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의 통

일교육은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반편견교육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로 그 공간을 넓혀 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추병완.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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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가운데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평화

교육’의 접근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하고자 한다. 더욱이 통일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인지적 측면이 충족

된다고 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민감성, 열정성, 의지까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화교육’의 개념과 핵심 요소들을 활용하여 ‘평화·

통일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평화교육의 관점에 입각해 평

화·통일 감수성을 규정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목표와 내용요소를 선정하며,

효과적인 교수 기법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 통일교육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집단에서 활용 가능한 대상 특성별 체험·소통형 평화·통일교

육 교수 기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첫째, 본 연구는 ‘평화교육’의 요소를 통해 통일교육

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도 존재할 수 있는 갈등

이나 반평화적 요소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 실천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평화교육적 접근을 활용한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 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을 전망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인식과

정서, 그리고 삶의 자세와 실천을 형성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평화·통일 감수성’에 초점을 둔 평화·통일교육은 기존의 인지적 정보 중심의 통일

교육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체험·소통 방식을 통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진함으로써 통일의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공직자통일

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통일교육전문강사과

정 등 총 5개 영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3단계 ‘체험·소통형’ 교수법과 프로그램을 개

발함으로써 대상 특성별 평화·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평화교육’의 개념과 핵심 요소들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통일 감수성’

함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먼저 다양한 국내·외 학자들의 ‘평화’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힘을 통

한 평화’, ‘개인적 평화’, ‘종교적 평화’, ‘갈등의 중재와 해소로서의 평화’, ‘세계적 차

원의 평화’, ‘억압적 권력관계 폐지로서의 평화’ 등 다양한 평화 개념들을 탐색한 뒤,

통일교육과의 적합성을 지니는 ‘평화’의 개념을 추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화’ 개념을 바탕으로 시도된 교육적 접근들로서 갈퉁, 몬테소리, 러셀,

힉스 등을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평화교육론을 탐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

을 갖는 핵심 구상들을 정리하자면, 먼저 평화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가 분

단으로 인한 폐해와 반평화적 측면들을 성찰하고, 평화의 가치와 통일의 가치를 습

득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평화교육은 비판적·반성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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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습득, 타인과의 상호소통, 조정과 중재능력, 대화능력 등 다양한 민주시민성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교육은 민족 간

뿐 아니라 국제이해, 타문화이해교육, 다문화교육을 통해 타 민족과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탐색을 거쳐 한반도 상

황과의 적합성이 높은 동시에 평화·통일교육과 연계 가능한 교육적 접근을 수립하

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관심사는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 하는 것이다.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감수성은 외부의 구체적·추상적 자극에 대

한 감정의 반응 속도 및 질량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감수성은 관념이나 지식·정

보의 차원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해 한 개인이 전인격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또한 감수성은 독립적인 개인을 넘어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

서 드러나는 것이며, 관계를 자각하고 타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2)

나아가 감수성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나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는 정서적 반응이다.3) 따라서 감수성이란 타인들의 문제를 정서적으로 공감

하는 것이자, 그러한 문제들을 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

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4)

이상을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평화·통일 감수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함양하

기 위한 통일교육의 지향과 과제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평화·통일

감수성’이란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등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해,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전인격적인 감정 반응”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따라서 평화·통

일 감수성은 분단의 폐해를 겪고 있는 남북한 주민 모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민

감성이자,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폐해를 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서적 반응

이며, 분단의 비평화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평화·통일을 향한 관심과 의지로 규정

할 것이다.

평화·통일 감수성은 비단 정서적 측면을 고양시키는 것에만 국한할 수 없다. 사회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지적 일관성(cognitive consistency)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

신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자신의 감정을 서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5) 이

에 따르면 한 개인들이 획득한 지식과 정보는 개인의 감정적 선호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가치 평가로 이어져 신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역으로

개인의 감정적 선호나 가치 평가 역시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된 지식과 정보

등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인지와 감정의 연

관성 및 선별적 수용은 비단 개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나 집단을 통해서도 생

2) 이병수. “휴머니즘의 측면에서 바라본 통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 (서

울: 선인, 2009). pp. 30-32.

3) 김국현·변종헌·이인재·박보람·문경호·최선. 통일교육 관련 초·중·고 교육과정 개선방안 검토. 통일부 통일교육

원 용역보고서, 2018. 9. 3. pp. 68-69

4) 김기표. “평화감수성의 교육학적 고찰.” 평화학논총. 제4권 1호, 2014. pp. 47-48.

5) Rosenberg, M. J.  & C. I. Hovland,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0) 참조. 홍대식 편. 사회심리학 (서울: 양영각, 1994). pp. 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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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날 수 있다.

이를 적용하자면 다문화, 관용, 반편견, 이념, 종교, 평화·통일 등에 있어서 획득한

지식이나 정보는 개인의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감정, 선호, 가치 평가, 신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평화·통일 감수성과 같은 정서적 측면은 그

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인지적 측면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

용하는 데 있어서 더 높은 관심과 더 적극적인 수용 가능성을 갖게 할 수 있다. 더

불어 개인 단위로서 뿐 아니라 동료나 소집단을 통해 이루어진 긍정적 평화·통일

감수성은 구성원 개인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집단을

통한 협동 학습 방식의 통일교육이나 단체 현장 견학 등 체험형 통일교육 역시 학

습자들로 하여금 긍정적 감정을 확산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 감수

성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여 ‘체험·소통형 통일 교수법’을

구축할 것이다. 분류 기준은 현장 강의에서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

단계’, ‘진행 단계’, ‘마무리 단계’의 총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적절한 ‘체험·

소통형 통일 교수법’을 선별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 같은 교수법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별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 2018 통일교육 기본계획6)에 기초해 2018년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 중 장기과정을 제외한 ‘공직자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

일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할 것

이다. 이로써 5개 과정 영역별로 3단계별 교수법을 정리함으로써 총 15개의 체험·소

통형 교수법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배경: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1. 평화와 평화교육 논의 고찰

가. 평화 관련 선행연구 고찰

가장 대표적인 평화학자 중 하나로서, 갈퉁(J. Galtung)의 평화 개념은 ‘폭력’ 개념

과 연계해 평화를 이해하고 있다. 갈퉁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4가지 범주를 생

존, 복지, 정체성, 자유의 욕구로 구분하면서, 폭력이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에 대한 침해”이자, “욕구 충족의 수준을 잠재적으로 가능한 어떤 수준 이하에로 저

하시키는 것”이라고 봤다.7) 갈퉁에 의하면 폭력은 ‘개인적 폭력(직접적 폭력)’과 ‘구

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통일교육 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7) Galtung. J..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1996);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pp. 414-418; 김상무. “고등학교 평화교육내용의 현실과 과제 -도덕 및 사회과를 중심

으로-.” 한국통일교육학회·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한국학연구센터. 해방 70년, 남남갈등 치유를 위한 평화교

육 학술대회 자료집. 2015. 11. 21.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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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폭력(간접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

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살인, 신체적 상해, 곤궁, 자국어 사용 금지와 같은

탈사회화 혹은 재사회화, 2류 시민화, 억압, 구금, 추방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서 ‘구조적 폭력’은 피해자는 분명하지만 가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 사회구조,

생활상의 조건 등으로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착취, 약자들의 분열 조장 및 주변

인화 등이다.8)

갈퉁은 평화란 이 같은 ‘폭력의 부재’라고 보면서, ‘인간에 의한 폭력 부재’를 의미

하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 부재’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으로 나누었

다. 갈퉁의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 뿐 아니라 가난, 기근, 인종차별 등 구조

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서, 억압과 착취가 없이 누구나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상태이다. 결국 갈퉁이 의미하는 평화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정”9)을 의미한다.

갈퉁은 평화에 대한 연구는 ‘인간에 의한 폭력’과 동시에 ‘구조적 폭력’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에 의한 폭력을 축소하는 소극적 평화에만 중점

을 두게 된다면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등한시하게 되고, 반면 구조적 폭력을 해결

하기 위해 사회 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을 강조한다면 인간에 의한 폭

력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문화적 폭력’을 언급하면서, 만

일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데 기여하거나, 혹은 최

소한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즉 종교,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경험과학, 형식과학(수학, 논리학), 교육, 언론 등을 들고 있다.10)

이 같은 갈퉁의 입장은 폭력과 대비해서 평화를 이해하려는 평화학자들에게 중요

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힉스(D. Hicks)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자 “전쟁이나 테러 등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11)가 된다. 이에 비

해 힉스의 ‘적극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갈등의 근원인 ‘구조

적 모순’을 제거하는 것12)을 의미한다. 허친슨(F. P. Hutchinson)은 폭력을 보다 세

분화하여, 직접적 폭력으로서의 물리적 폭력, 억압이나 착취 구조에 의한 구조적 폭

력,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생태적 폭력, 물리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한다. 허친슨은 폭력이 개인적, 사회적, 민족(국가)적, 지구·생태적 차

원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평화 역시 개인적, 사회적, 민족적, 생태적 차원에서 요청

된다고 보았다.13) 진스버그(A. Ginsberg)는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폭력을 구

8) Gugel. G.. “Was ist Friedenserziehung?” In: Grasse. R., Gruber. B. & Gugel. G. Friedenspadagogik. 
(Reinbek: Rowohlt. 2008). p. 67; 김상무. 위의 글, 2015. p. 104에서 재인용.

9) 최민수. 유아교육에서의 평화교육 이해와 적용. 동아시아 평화와 통일 교육의 만남. 2012년도 한국통일교육

학회·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2. p. 51

10) Galtung, J.. ibid. 1996, pp. 412-413; 김상무. 앞의 글, 2015. p. 104.

11) Hicks. D.. Peace Education. The New Social Curricul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6.

12) 안승대.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연구 제10권. 2013. p. 45.

13) Hutchinson. F. P.. Education beyond Violent Futures. (Routledge. 1996); 안승대. 위의 글. 2013.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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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이를 다시 물리적·구조적 측면에서 구분했다. 거시적 수준의 물리적 폭력은

국제·지역 간·집단 간 분쟁이며, 거시적 수준의 구조적 폭력은 문맹·빈곤 등을 영속

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들고 있다. 반면 미시적 수준의 물리적 폭력은 가정 내 폭력

이나 학교와 일터에서의 체벌을 들었고, 미시적 수준의 구조적 폭력은 타인의 존엄

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말과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다.14)

평화에 대해 통합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려는 학자들로는 그로프(L. Groff)가 대표

적인데, 그는 외적 평화 6가지와 내적 평화 1가지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

가 간 평화, 국제체제의 평화, 거시적 수준의 소극적·적극적 평화, 거시적·미시적 수

준의 물리적·구조적 폭력 제거, 이문화 간 평화, 가이아(Gaia) 평화 즉 세계·환경과

의 평화, 전체적인 내적·외적 평화로 제시된다.15) 바이츠제(C. F. V. Weizsaecker)

에 따르면 평화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상태”16)로서, 평화로

운 삶의 조건으로는 전쟁, 기근·빈곤, 질병, 무지, 비참한 주거생활로부터의 해방, 국

가·사회의 민주화, 자연환경의 보호를 제안했다. 평화와 전쟁에 대한 관점은 평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정치적 폭력의

경험은 폭력을 통한 정치적 문제 해결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폭력 이외의 다른

문제 해결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것이다.17)

한편 평화의 개념을 ‘폭력’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갈등’의 측면에서 바라보려

는 입장도 있다. 갈등 연구들 속의 갈등 개념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개인, 집단, 국가 등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상황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의 종류는 명시적 갈등과 잠재적 갈등, 완전히

해소된 갈등과 해소된 것 같지만 해소되지 않은 유사 갈등 등이 있다.18) 갈등의 원

인은 정보 부족이나 오류 및 해석 차이 등 ‘정보 문제’, 편견이나 소통 부재 등 ‘관

계 문제’, 이념이나 세계관 등 ‘가치관 차이 문제’,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 분배 등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갈등의 발생 수준 역시 개인 내부, 개인

간, 사회 세력·조직·집단 간, 국제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9) 구겔 등(G.

Gugel & U. Jager)에 따르면 갈등이 건설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의 단계별로 대안을 제시하며, 폭력 사용을 제한하거

나 배제하는 동시에 협력과 협상이 목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20)

14) Ginsberg. “Educating for peace and Democracy.” 2001 KEDI International Seminar. 2001; 안승대. 앞

의 글, 2013. p. 47.

15) Groff. L.. “A holistic view of peace education.” Social Alternatives 21. vol. 3. 2002.

16) 고병헌.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교

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최민수. 앞의 글, 2012. p. 51.

17) 신은수. “유아기의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유아를 위한 평화교육의 실제. 열린유아교육학회 

2002년 봄 학술대회 논문집. 2002. 최민수. 위의 글, 2012. p. 56. 

18) Bonacker. T. & Imbusch. P.. Zentrale Begriffe de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In: Imbusch. P. 

& Zoll. R. (Hg. ). Friedens-und Konfliktforschung. Eine Einfuhrung. 4. Aufl. Wiesbaden. 2006. pp. 69; 

76-77. 김상무. 앞의 글, 2015. p. 105.

19) Barosa. R. B.. Leitfaden zum Konfliktmanagement. GTZ. 2007. p. 7. 김상무. 앞의 글, 2015. p. 105.

20) Gugel. G. & Jager. U.. Frieden gemeinsam uben. Tubingen: Institut fur Friedenspadagogik; 

Weltfriedensdienst. 2007. p. 53. 김상무. 앞의 글, 2015.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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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식(L. Dencik)은 평화 문제를 다룰 때 ‘폭력의 유무’로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

으며, ‘갈등’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더 정확하며 기능적이라고 봤다.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폭력’의 개념에는 사회적 갈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갈등을 해소하려면 갈등

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갈등에는 명시적인 갈등만

이 아니라 억압된 갈등도 있기 때문에, 평화를 ‘명시적인 갈등의 표출과 저항이 없

는 상태’로만 바라보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평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다양한 갈등의 종류와 상태를 살펴보고 사회에 내재하는 모순과 대립의 구조를 분

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랜 식민 지배나 수탈체제, 혹은 매스컴에 의한 여

론 조작으로 인해 갈등구조가 은폐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사는 대중들은 억압된 갈

등과 모순에 대한 의식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구성원

들의 갈등에 대한 태도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적이지 않은 기

존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모순들을 발견하는 의식화와 함께 모순들을 대립적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폭력에 책임이 있는 구조적 관계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들

을 개발해야 한다고 봤다.21)

국내 연구들 중 고병헌 등은 ‘평화’의 모습은 정치·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다르며, 또한 사상, 언어, 종교 및 개인적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지닌

다고 봤다.22) 정현백·김정수는 ‘평화’를 전쟁의 부재와 일상생활 속의 군사주의 문화

의 제거로 한정지어 이해할 경우, 갈퉁의 ‘적극적 평화’의 전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23) 즉 한반도 분단

구조가 초래하는 군사주의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남북 간 및 남한 내의 다양한 집

단의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의

상호 적대감을 감소시켜 나가면서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

록 미래 지향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24) 박보영은 ‘평화’란 자신, 타인, 공동체,

자연이라는 삶의 중층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

면서, 그러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평화교육이라고 봤다.25)

나. 평화 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평화교육은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국제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

환경교육 등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평화교육의 고유한 영역이나 특수성을 발견하기

는 쉽지 않다.26) 현대적 의미의 평화교육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정착된 개념27)으

21) Dencik. L.. “Pladoyer fur eine revolutionare Konfliktforschung.” In: Senghass. D. (Hg.). Kritische 
Friedensforschung. Frankfurt: Suhrkamp. 1971. p. 258; 김상무. 앞의 글, 2015. p. 105.

22) 고병헌·임정아·김찬호·정지석·강정숙. 평화교육의 개념과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성

격과 내용, 교육원리를 중심으로 -.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7. p. 23.

23) 정현백·김정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24)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p. 164.

25) 박보영. “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의 탐색.” 교육사상연구. 23(1). 2009. p. 84.

26) 추병완. 앞의 책, 2007. p. 25. 

27) Hicks, D.. ibid. 1992, pp. 20-21;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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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평화교육은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갈등과 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이며,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건설하려는 교육이다.28) 평화교육

과 관련된 대표적인 주장들로서 먼저 볼프(Ch. Wulf)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학습자

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거대한 세계적 문제나 사회구조적 조건에 의해 커다란 영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즉 평화교육에서는 거시적 수준의

비평화구조가 사회 내부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들이 미시적 수준에서 경

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

서 비평화의 구조가 위협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하며, 평화를 위해 헌신하려는 동기

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29)

다음으로 정영수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평화적

요인’을 제거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추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

육으로 정의했다.30) 황인표 등에 따르면 평화교육이란 평화와 비폭력 문화가 이루

어질 수 있기 위해 책임감을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다. 즉 평화교육은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비폭

력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며,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총체적인 교육활동이다. 여기에는 시민적 책임의 가치와 연

대 능력, 비판적 통찰력, 비폭력적 분쟁해결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교육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봤다.31)

평화교육에 대한 분류로는 힉스(D. Hicks)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평화

는 힘에 의해 유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서 ‘힘을 통한 평화’로서의 평화교육, 둘째,

개인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는 ‘개인적 평화’로서의 평화교육, 셋째, 개인에서 세계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갈등의 중재와 해소’로서의 평화교육, 넷째, 구조적 폭력을 평화의 중요한 장애요소

로 바라보면서 세계적 질서 속에서 평화가 출발한다는 ‘세계 질서의 성찰’로서의 평

화교육, 마지막으로 구조적 변수의 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

기 위해 투쟁에 동참하도록 하는 ‘억압적 권력관계 폐지’로서의 평화교육이다.32)

힉스가 바라보는 평화교육의 과제는 평화 개념, 모든 차원에서의 평화의 장애물,

평화가 부재한 원인, 갈등 해소, 덜 폭력적이고 더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지식·태도·기술의 습득이 된다.33) 이런 점에서 힉스는

평화교육의 학습목표를 지식, 기술, 태도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평화에

28) 김상무. 앞의 글, 2015. p. 106.

29) Wulf. Ch. “Friedenserziehung.” In: Lenzen. D. (Hg.). Padagogische Grundbegriffe. Bd. 1. Reinbek: 

Rowohlt. 1994. p. 676; 김상무. 앞의 글, 2015. p. 107.

30) 정영수. “평화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 연구 제 31집 5호. 1993.

31)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59.

32) Hicks. D.. Education for peace. 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1993). p. 23. 김상무. 

앞의 글, 2015. p. 107.

33) Hicks. D.. ibid. 고병헌 역. 위의 책. pp.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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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지식(머리)과 평화를 만드는 기술(손), 그리고 평화의 가치와 태도(가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상호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

교육이 탐구해야 할 ‘지식’으로서 평화, 갈등, 전쟁, 핵, 정의, 권력, 성, 인종, 생태,

미래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평화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자

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열린 마음, 생태학적 관심, 정의에 대한 헌신 등을 제시했

다. 마지막으로 평화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기술’로는 비판적 사고, 공감, 협력,

단호함, 갈등 해결, 정치 문해(文解) 등을 제시했다.34)

다음으로 평화교육을 구현할 때 ‘정서’ 혹은 ‘감수성’에 주목하는 학자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몬테소리(M. Montessori)는 자신, 타인, 문화, 환경에 대한 깊은 애

정과 존중심을 키워주는 평화교육 활동을 강조했다. 자신,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는 ‘평화의 꽃’ 모형을 통한 평화교육을 제안했

다. 첫째, ‘자기 인식’은 인격교육의 관점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 표현을 벌이는 것을 중시한다. 둘째, ‘사회

인식’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를 통해 관용과 예의범절을 습득하며, 의사소

통과 문제해결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협력학습과 사회봉사 학습을 강조한다. 셋째,

‘문화 인식’은 다문화적 접근 가운데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훈련할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식’은 생태학적 관심 가운

데 환경적 균형 등에 대한 민감성을 중시한다.35)

러셀(B. Russell) 역시 ‘감수성’에 주목하는 학자로서, 인간은 ‘의식적 목적’과 ‘충

동’이 창조적으로 작동될 때 선해진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소유적 충

동’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타인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는 ‘소유적 충동’을 약화시키고 ‘창조적 충동’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

셀은 교육을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평화교육의 목표로 생명력, 용기, 감수성, 지성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에서 ‘감수성’은 “외부적 자극에 대한 감정의 반응 속도 및 질량”으로서, 자신과 직

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구체적 자극’ 뿐 아니라 타인

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추상적 자극’으로 구분된다. 그는

감수성의 결핍에서 인류의 많은 재앙이 생겨난다고 보고, 특히 ‘추상적 자극’에 대

한 민감한 감수성 발달을 위한 환경과 격려가 중요하다36)면서 평화교육을 통한 감

수성 발달을 중시했다.

다음으로 평화교육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역시 정서나 감수성 발달과 긴밀한 관

련이 있다. ‘뇌과학’에 기초한 학습이론은 개인이 정보에 대해 숙고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두뇌가 세상을 받아들인다고 보면서 자신의 두뇌를 세상에 적용

34) Hicks. D.(ed.). Education for Peace: Issues. Principles. and Practice in the Classroo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8. 최민수. 앞의 글, 2012. p. 53;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48.

35) 최민수. 위의 글, 2012. p. 52.

36) 최민수. 위의 글, 2012.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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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제에 주목한다. 뇌과학 학습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표면적인 인지과정에서

심층적인 인지과정으로 구성되는 ‘다중 지능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가드너(H. Gardener)의 다중지능이론에서 ‘개인 내 지능’은 개인의 지식, 정서, 감정,

바램, 욕구를 파악하는 반면, ‘대인 간 지능’은 타인과의 집단 활동을 통해 공유된

기억을 형성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평화적인 행동 능력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

아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37) 메이어와 셀로비(Mater & Salover)의 관점에 따

르면 ‘정서지능’은 4수준으로 구분되는데, 1수준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평가·표현하

는 능력, 2수준은 정서를 생성하거나 접근함으로써 사고를 촉진하는 능력, 3수준은

정서의 이해·분석 및 정서적 지식의 활용 능력, 4수준은 정서의 의식적인 반영과 조

절 능력이다.38)

발라수리야(R. Balasooriya) 역시 정서를 중시하는 평화교육 학자로서, ‘정서수준’

에 기초해 4수준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모형 설정했다. 1수준은 긍정적인 자아 존중

감의 형성을 위해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사고, 감정 이입을 통한 듣기와 의사

소통, 단호한 행동과 의사 결정 및 비판적 사고의 기술 발달이 중요하다. 2수준은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평화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흡수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평

화로운 태도와 행동을 발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3수준은 선량하고 생산적인 시민

양성을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4수준은

세계시민으로서 문화 다양성, 인구, 환경, 인종, 성차별, 빈곤, 전쟁, 테러, 동물 보호

문제들에 대한 평화적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내면적, 사회적, 자연적 측

면의 평화를 통합함으로써 총체적인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총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적인 인간상’을 10가지의 덕목으로 정리했다. 그 덕목들은 긍정적 사

고, 동정심과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내적 평화의 발견, 함께 하는 삶의 학습, 인간

성의 존중, 진실한 자신이 되는 것, 비판적 사고의 발달,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 사

회 평화 구축, 세계와 지구 보호 등이다.39)

2.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 고찰

가.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

화이트(P. White)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의 관심은 개인

적 수준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치, 사회, 세계적인 수준에

까지 그 관심이 확대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중등교육 단계 혹은 이를 마친 직후 투

표권을 얻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때 자신의 결정이 자신과 사회, 나아가 세

계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덕과 정치의 측면에서 교육을

37) 신은수. 앞의 글, 2002.

38) 최민수. 앞의 글, 2012. p. 55.  

39) 최민수. 앞의 글, 2012.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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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고 봤다.40) 강순원과 고병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기 위한 교육으로서 정치교육이면서 가치교육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평화교

육에 주목했다.41)

니클라스(H. Nicklas)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며 평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와 내

용으로 삼아야 한다. 평화교육의 학습 방법 역시 학습자 스스로 사고와 행위에 대

한 성찰의 기회 및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평화교육은 자

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갈등 구조와 평화에 관한 사고와 아이디어를 촉진하도록 격

려하고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42) 이러한 점은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교육이 갈등 극복과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목표와 내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평화교육은 물리적 폭력의 종식을 통한 소극적 의미의

평화교육과 동시에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근절하는 적극적 평화교육을 요청한다.43)

평화교육은 단지 사회 집단의 분열이나 국가 간 갈등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해

나가는 ‘적극적 평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지켜지는 평화’ 뿐 아니라

‘작용하는 평화’를 지향해야 하며, 또한 ‘평화 유지’ 뿐 아니라 ‘평화 만들기’를 지향

해야 한다.44)

한반도 분단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들,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수많

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삶에 근본적인 한계와 고통을 이어오고 있다. 분단은 이

데올로기의 대립과 이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성립시켰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 안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폭력이 재생산되면서 남북 구성원 모두의

삶은 일상적 고통을 겪어 왔다. 분단된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교육은 단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다양한 구조적 폭력을 제거

해 나가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45)

이런 점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교육은 자신과 사회, 세계, 환경과의 공존

을 지향하면서 인권, 민주주의, 환경과 같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를 추구하는

‘보편적 평화교육’과 함께, 한반도 분단의 구조와 폐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수적 평화교육’의 두 차원을 모

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46) 또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교육은 분단의 고통

을 겪고 있는 한반도와 남북 주민들에게 사고와 감정, 행동, 삶 전체를 되돌아보고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40) Hicks. D. (ed). 고병헌 역. 앞의 책. 1992. pp. 77-79.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4.

41) 강순원. “한국 평화교육의 성격과 실제.” 한일 평화교육. 제 1회 한일평화교육 심포지엄자료. 1997. p. 70.

42) 김상무. 앞의 글, 2015. pp. 107; 116.

43) 심성보·류시관.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16. 2004. p. 10. 

44)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4.

45)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14(2). 2010. p. 202.

46)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한 평화적 통합의 비전. 평화교육.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 2000; 안승대. 

앞의 글, 2013. pp.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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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은 분단 구조의 현실과 원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47) 분단 현실을 해소

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교육은 분단으로 인해 우

리의 일상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냉전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평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48)

또한 평화교육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고정관념과 같은 냉전적 산물을

극복하는 것을 일상적 실천의 문제로 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9) 이를 위해서

는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해 열린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인 사고능력, 서로 다

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도 공존하기 위한 관용의 태도, 크고 작은 가치 갈등을 다

루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화교육에서 강조하는 ‘평화

능력’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과도 관련된다.50) 따라

서 오랜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간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알

아보고, 서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왜 생겨난 것인지를 이해해야 하며, 서

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51)

나.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남북의 오랜 분단은 남북의 체제와 남북 주민의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왔다. 전쟁과 함께 남북 간의 오랜 군사적 대치는 통일 이전에 먼저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 차이를

수용하고 관용하기 위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우리의 통일교육은 평화교육

과 연계됨으로써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타협하고 양보하기 위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의 ‘다

름’에 대해 수용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는 가치와 규범을 내면

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과 ‘통일교육

으로서의 평화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안승대에 의하면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남북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비평화적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마음과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은

이데올로기 비판,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며, 민주주의 구현과 인간 해방을 위한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비판적 평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52)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의 과제는 첫째, ‘인류 보편적

47)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 33.

48) 김창근.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고양: 인간사랑. 2007). pp. 185-186.

49)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p. 163-164.

50) Burns. R. J., R. Aspeslagh 편. 장원석·강근형·김진호·박종필 옮김. 평화교육의 이론과 현실. (서울: 각. 

2005). p. 256.

51) 추병완. 앞의 책, 2007. p. 87.

52) 조민.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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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내면과 대인 관계의 평화, 타자를 이해하고 사회적 억

압과 착취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분단이라는 반평화적 구조를 극복하

기 위한 ‘특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분단으로 인한 정치구조의 왜곡, 분단 이데올

로기와 분단의식, 일상 속의 냉전적인 분단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셋

째, 분단으로 인해 훼손된 민주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민주주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분단 이후 이어진 개발주의·산업주의·군사주의의 폐해

를 인식하고 생태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생태주의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53)

한편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통일을 이룬 이후의 삶을 모두 다루

는 복합적인 교육 개념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통일은 힘의 우위에 입각한 강

제적인 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이루

어내는 통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평화를 연습하는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황인표 등은 ‘평화교육적’이라는 의미와 ‘평화

지향적’이라는 의미를 구분했다. 그는 ‘평화교육’의 내용 영역 중에서 ‘평화’의 가치

와 덕목을 통일교육과 접목하면서 ‘평화교육적’이라는 의미를 ‘평화를 위한 교육’과

유사한 의미로 바라봤다. 이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

착을 지향하는 목적성 가운데, 평화교육에서 접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

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질적 개선을 의도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제 질서로서의 평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과

정에서 내면화하여 실천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길러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해

결하려는 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했다.54)

추병완에 의하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기존 통일교육의 내포와 외연을 심화·확대시키기 위하여

평화교육의 긍정적 요소들을 통일교육에 비판적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한 사려 깊은

시도”라고 정의된다. 즉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아이디어와

요소를 적용한 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질적 도약의 방안 중 하나로서 평화교육을

접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더

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터득하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화적 관계를 확대하고

평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와 태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 평화지

향적 통일교육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

세와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

반은 평화주의, 다문화주의, 열린 민족주의 등이라고 볼 수 있다.55)

오기성에 의하면, 평화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관계를 공격성,

배타성,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는 갈등

의 본질이 생각, 가치, 목적들 간의 불일치이지만, 그러한 불일치는 문제에 대한 이

53) 안승대. 앞의 글, 2013. pp. 48-50.

54)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p. 6-7; 165. 

55) 추병완. 앞의 책, 2007. 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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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보다 명확하게 해 주며 또한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오기성이 생

각하는 평화교육의 핵심은 일상적 삶 속에서의 갈등 해결 능력으로서, 이를 가능하

게 하려면 평화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평화역량은

통일과 관련된 지식, 통일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갈등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56)

Ⅲ.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지향

1.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목표

통일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인지적 측면이 충족된다고 해서 평화·통일

에 대한 민감성, 열정성, 의지와 같은 정서적 측면까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정(emotion)의 어원을 보면, ‘e’는 “밖으로 이끌어내다, 무엇인가를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그리고 ‘motion’은 “움직이다, 행동하다, 삶을 살아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감정은 우리 내면의 마음을 끌어내어 행동하게 하며,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감수성(sensitiveness)은 외부의 구체적·추상적 자극에 대한 감정의 반응 속

도 및 질량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감수성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자극

에 대해 반응하고 대처하며 때로는 극복하는 우리 마음의 능력이자 감정과 태도 및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으로서, 단지 관념이나 지식·정보 뿐 아니라 한 개인이 전인격

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적 측면이다. 또한 감수성은 개인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를 자각하고 타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57) 나아가 감수성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나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는 정서적 반응이

다.58) 따라서 감수성이란 타인들의 문제를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이자, 그러한 문

제들을 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59)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평화·통일 감수성’이란 “평화, 통일, 분단, 북한 등의 문

제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등 다양한 자극에 대해,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전인격적

인 감정 반응”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평화·통일 감수성은 분단의 폐해를 겪고 있는

남북한 주민 모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자,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폐해를

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서적 반응이다. 나아가 평화·통일 감수성은 분단과

비평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 의지라고

56) 오기성, “남북한 통일을 위한 평화교육”, 한반도의 갈등 구조와 평화 담론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한국초등

도덕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17. 2. 2. pp. 32-36.

57) 이병수, 앞의 책, 2009, pp. 30-32. 

58) 김국현·변종헌·이인재·박보람·문경호·최선, 앞의 책, 2018, pp. 68-69. 

59) 김기표, 앞의 글, 2014,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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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의 교육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평화교육의 목

표를 구체화한 선행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리어든(B. A. Reardon)은 아동에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교육심리학적 관점에

서 평화교육을 바라본 학자로서,60) 인권과 책임의식, 공정한 규칙의 존중, 정의 추

구, ‘악’의 교정 등을 평화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61) 해리스(I. M. Harris)는

평화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생각을 ‘매력적인 평화의 이미지’로 채워나감으로써 학

습자들이 비폭력적인 행동 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62) 해리스가

정리한 평화교육의 목표 10가지는 평화 개념의 올바른 인식, 두려움을 다루기, 방어

기제, 전쟁의 이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미래 지향성, 과정으로서의 평화, 사회

정의와 평화 증진, 생명 존중, 폭력의 종식 등이다.63)

다음으로 강순원은 평화교육의 목표를 지식, 기술, 자세·가치·태도의 영역으로 나

누어 제시했다. 지식 영역은 평화, 계급,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전쟁, 핵, 인종 차별,

지역 차별, 성, 인권, 관용, 민주주의, 정의, 발전, 환경, 문화, 분단, 민족이 포함된다.

기술 영역은 대화, 토론, 조정·중재, 타협, 명상,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포함된

다. 자세·가치·태도 영역은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상호 이해, 수용, 양보, 비폭력, 자

율, 공동체의식, 상생(相生), 생태적 관심, 미래에 대한 전망, 진리에의 헌신이 포함

된다.64)

고병헌은 평화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더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비폭력적인

세계를 위해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들을 개발

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평화교육의 목적 6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로 ‘존재 상태

로서의 평화’와 ‘적극적 과정으로서의 평화’ 개념 탐구, 둘째로 개인과 사회 영역에

서 평화의 장애물과 비평화의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 셋째로 더 정의롭고 덜 폭력

적인 세상으로 이끌기 위한 갈등 해결 및 대안적 미래로서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

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넷째로 탐구 정신, 이성적 문제 제기 능력, 논쟁 능

력, 과제수행 능력, 신체활동 능력 향상, 다섯째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다른

인종 및 종교, 삶의 방식에 대한 관용의 내면화, 여섯째로 개인과 집단, 국가들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 등을 제시하고 있다.65) 이를 바탕으로 고병헌은 지식, 기

술, 태도의 영역별로 평화교육의 주제별 학습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지식 영역에

서는 갈등, 평화, 전쟁, 핵문제, 정의, 권력,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 미래에 대한 이

60)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p. 14; 146. 

61) Reardon. B. A.. Educating for Human Dignity-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Penn 

Pre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5. 심연수. 학교 통일교육의 체계성 확립 및 방향에 관한 연구 - 

통일 대비 통합 통일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원 보고서. 2005 참조. 

62) 추병완. 앞의 책, 2007. p. 87. 

63) Harris. I. M.. Peace Educati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ew York. Inc. 

1988. Harris. Ian M.. “Peace education theory.” Journal of Peace Education 1(1). 2007. 추병완, 위의 

책, 2007, p. 156에서 재인용.

64) 강순원. 앞의 책, 2000, p. 90.

65) Hicks. D.. The New Social Curriculum: A guide to cross-curricular issu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의 제6장 “Peace Education: Attempting to Teach for a Better World”. pp. 84-100; 고병

헌·임정아·김찬호·정지석·강정숙. 앞의 책, 2007.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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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들었다. 둘째, 기술 영역에서는 비판적인 사고, 협력과 공감, 단호함, 갈등해결,

정치문해(Political Literacy)를 제시했다. 셋째, 태도 영역에서는 자기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생태적 관심, 개방성, 전망, 정의를 위한 참여를 포함했다.66)

황인표와 추병완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연계하여 목표를 수립하였다. 황인표는

평화교육의 목표를 평화에 대한 지식, 평화에 대한 가치와 태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의 발달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해 알고, 느끼고 믿으

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육 목표를 지향한다고 봤다. 이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위해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구분한 교육 목표를 제시했

다. 첫째로 ‘지식 영역’으로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인식, 평화 개념과 평화 저해

요인 인식, 평화 문화의 중요성에 관한 지식, 북한에 관한 객관적 이해, 민족공동체

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 통일 환경 이해, 남북한의 평화 현실 이해, 인간 안보에 관

련한 지식, 비폭력의 중요성 이해, 남북한 통일 노력에 대한 이해 등이다. 둘째로

‘기능 영역’으로는 통일 문제의 판단 능력, 비판적·반성적 사고 기능, 평화적인 갈등

해결 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집단 상호작용과 사회 참여 능력, 대화·토론·타

협 기능, 공감, 평화적 상상력, 역할채택 능력 등이다. 셋째로 ‘가치·태도 영역’으로

는 협동·개방성·관용, 민족공동체 의식, 생명·비폭력 존중, 지구적 관심, 평화·통일

비전, 존중과 책임 등이다.67)

추병완은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를 네 가지로 요약해 제시했다. 첫째, 평화

주의, 다문화주의,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이해 능력 제고와 평화 지향적 통일관 확립이다. 둘째, 북한·통일 문

제에 대한 균형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 태도와 기술을 고양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통일 환경과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 능력을 함양하고, 평화 문화 형성과 건전한

안보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넷째,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숙

고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 문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계발하는 것이

다.68)

이상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을 “평화와 통일 문제

에 관련된 학습자의 전인격적인 감정 반응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양하기 위

한 교육 활동”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목표를 지식·이해, 기

능·역량, 태도·의지의 측면에서 각 3가지로 수립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식·이해 영역

의 목표는 남북한 분단과 통일 환경에 대한 이해,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이

해, 평화·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이며, 둘째로 기능·역량 영역의 목표는 평화로

운 집단 상호작용과 참여 능력, 평화로운 대화·토론·타협 능력,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이며, 셋째로 태도·의지 영역의 목표는 공감·존중·관용의 태도,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 평화로운 통일 공동체 형성 의지로 수립할 것이다. 평화·통일 감수

66) 고병헌·임정아·김찬호·정지석·강정숙. 위의 책, 2007. pp. 37-38.

67) 황인표, 도덕교육과 통일교육, (서울: 울력, 2006), p. 228.

68) 추병완, 앞의 책, 2007,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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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함양 교육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목표

2.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내용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내용요소를 체계화하기 위해, 평화교육의 내용 체계

를 다룬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빈슈타이너

(W. Winsteiner)가 정리한 유럽공동체(EU)의 유레드(European Network for Peace

Education, EURED)에서의 교육자 대상 평화교육 과정의 내용은 ‘정치, 종교, 인종,

성, 문화, 국제, 생태, 문화, 갈등, 폭력, 인권’ 등이다.69) 국내학자로 김영주는 평화교

육의 내용 체계로서 ‘타인의 입장 존중, 협동, 갈등 해결, 의사소통’이라는 네 가지를

제시했다.70) 고병헌은 평화교육의 핵심 주제들로 ‘인권, 민주주의, 성(gender), 생태·

지속 가능한 발전, 인종 차별 거부와 문화의 상호 이해, 세계에 대한 학습’ 등을 제

시했다.71) 이경태는 평화교육의 구체적 내용들로서 ‘전쟁 억지, 인류의 복지 증대,

기본적인 인권 옹호, 생태계 보존, 기술의 인간화’ 등을 들었다.72)

다음으로 평화교육의 내용체계에 통일·북한 분야를 포함해 다루어진 연구들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평화교육 내용 체계로서 ‘일상의 평화,

남북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 생태의 평화’ 등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로 ‘일상의

평화’는 ‘너와 나’, 가족·학교, 이웃·사회에 언론, 생명 존중 영역이 포함되고, 둘째로

‘남북의 평화’에는 전쟁과 평화, 북한의 사회와 문화 이해, 해외 동포 영역이 포함됐

으며, 셋째로 ‘지구촌의 평화’에는 지구촌 의식, 지구촌의 언어와 종교, 나눔, 넷째로

‘생태의 평화’로는 공생, 생태계 등이 포함됐다.73)

69) 고병헌·임정아·김찬호·정지석·강정숙. 앞의 책, 2007. p. 61. 

70) 김영주. “유아기 평화교육을 위한 이론적 탐색.”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1). 1996. p. 37.

71) 고병헌·임정아·김찬호·정지석·강정숙. 앞의 책, 2007. p. 61. 

72) 이경태. “평화교육에 관한 서설적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3). 2005. p. 79.

73) 정현백·김정수. 앞의 책, 2001. p. 98.

영역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목표

지식·이해 영역

* 남북한 분단과 통일 환경에 대한 이해
*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 
* 평화·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

기능·역량 영역

* 평화로운 집단 상호작용과 참여 능력 
* 평화로운 대화·토론·타협 능력 
*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

태도·의지 영역 

* 공감·존중·관용의 태도 
*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 
* 평화로운 통일 공동체 형성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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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보·류시관은 평화교육의 내용 체계로 ‘자아 개념의 발달, 대인 관계 기술의

발달, 평화적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 공감, 정체성의 발달, 통일 능력의 발달, 생태

에 대한 관심의 발달’ 등 7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로 ‘자아 개념의 발달’에는 자아 존

중과 타인 존중, 자아 권리 개념과 성찰, 자아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인식, 자율, 행

복한 자아가 포함됐다. 둘째로 ‘대인 관계 기술의 발달’에는 타인 존중, 타인과의 관

계 기술, 상호 이해, 양보와 대화, 문제 해결 능력이 포함됐다. 셋째로 ‘평화적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은 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적인 영

역’에서 도덕적 지식, 객관적 판단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 진리에의 헌신, 다름의

인정을 들었고, ‘정의적 영역’으로는 공감, 배려, 관용을, ‘행동적 영역’으로는 평화적

인 문제 해결 능력과 민주주의의 실천을 들었다. 넷째로 ‘공감’은 감정 이해·절제,

공정성이 있으며, 다섯째로 ‘정체성의 발달’에는 성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과 계급,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인종 차별 등이 있다. 여섯째로 ‘통일 능

력의 발달’로는 분단과 통일, 전쟁, 민족, 공동체 의식, ‘다름’의 인정, 관용과 포용

등을 포함했고, 일곱 번째로 ‘생태에 대한 관심의 발달’을 위해 공존과 상생, 생태학

적 관심, 유기체적 관점, 지구적 관점 등을 제시했다.74)

추병완은 평화교육 내용 체계를 ‘개인적 평화, 대인 관계적 평화, 한반도 평화, 지

구촌 평화’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첫째, ‘개인적 평화’의 범주로는 인간의 기

본권 이해와 존중, 자기 인식과 자기 존중, 자율성, 감정과 정서 조절 및 관리, 비판

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평화 애호 정신 등이다. 둘째, ‘대인 관계적 평화’ 범주에

는 개방성과 의사소통, 타인 이해와 타인 존중, 평화적 갈등 해결, 관용과 공감, 배

려, 다양성 존중과 양성 평등, 공정한 절차 등이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 범주로는

분단 상황 인식, 민족공동체 의식,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 평화·통일이 있다. 넷째,

‘지구촌 평화’ 범주에는 비폭력, 정의, 세계 평화, 간문화 이해, 생명에 대한 경외심,

생태적 양심 및 정체성, 지구 공동체 윤리와 지구적 공동선을 포함했다.75)

정현백과 김정수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지향할 내용 영역으로 6가지를 정리

했다. 첫째, ‘지구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은 지구적 관점에서 비폭력적이고 생태 지

향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실현한다는 보편적 기반 위에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의 필요성(실용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은 통

일의 당위성을 단순한 민족 논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바

라보고, 남북 간의 평화공존이 우리에게 평화, 경제, 신뢰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중시하는 통일교

육’은 북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생활 규범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서로의 다

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인간 안보를 중시하는 통일교육’은 통일의 실현 과정

과 통일 국가 형성에 있어서 안보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과, 개인의

74) 심성보·류시관. 앞의 글, 2004. p. 31.

75) 추병완. 앞의 책, 2007.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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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국가 체제와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색할 것을

강조한다. 다섯째, ‘평화 능력을 중시하는 통일교육’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신념과 태도를 기르며, 교육 현장에서의 평화

적 분위기 가운데 평화적 갈등이해 능력과 공존 능력을 함양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76) 마지막으로 여섯째로 ‘민족 공동체 의식을 중

시하는 통일교육’은 공존공영의 대상으로서 북한 주민을 인식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며, 통일을 공동선으로 인식하려는 자세를 갖출 것을 강조한

다.77)

안승대는 평화교육의 과제 실현을 위한 주요 교육 내용으로서 ‘개인적 차원, 사회

적 차원, 민족적 차원, 생태적 차원’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 제시했다. 첫째, ‘개인

적 차원의 평화교육’은 개인적 평화, 일상의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자아의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을 들었다. 둘째, ‘사회적 차원의 평화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에 목표를

두고, ‘분단인’을 ‘통일민주시민’으로 전환시켜 통일시민, 평화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

을 강조했다. 셋째, ‘민족적 차원의 평화교육’은 평화민족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분단민족에 대한 비판적 인식 교육을 통해 통일 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을 강

조했다. 넷째, ‘생태적 차원의 생태적 평화교육’은 ‘통일 생태인’ 양성을 목표로 하여,

통일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한다.78)

이상과 같은 평화교육의 내용체계들을 바탕으로 삼아,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내용요소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한다. 분류 기준은 학습자 중심

으로 생활영역 확대의 원리에 기초해서 4영역으로 구성할 것이다.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목표를 구분하는 영역은 개인 영역, 가족·이웃·학교·일터·지역사회와 같

은 구체적인 사회공동체 영역, 국가·민족과 같은 추상적 공동체 영역, 세계·생태와

같은 보편적 측면의 공동체 영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개인 영역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내용요소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권, 자아 인식과 자기 존중, 자율성, 비판적 사고력, 감정 관리, 문

제 해결 능력 등이다. 둘째, 가족·이웃·학교·일터·지역사회와 같은 사회공동체 영역

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내용요소는 의사소통, 개방성, 공정, 존중, 관용, 공

감, 배려, 다양성 인정, 평화적 갈등 해결 등이다. 셋째, 국가·민족공동체 영역의 평

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내용요소는 평화 공존 능력, 차이의 인정, 남남 갈등 인

식과 해결 능력, 남북관계 인식, 민족공동체 의식, 북한 체제와 주민생활에 대한 이

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성,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

식,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통일 비전 등이다. 넷째, 세계·생태공동체 영역에서의 평

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내용요소는 세계적 정의, 평화, 번영, 문화 이해, 생명 존

중과 생명 윤리,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생태윤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

76) Egan. K.. Imagination in teaching and learn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 

43; Warnock. M.. Schools of thought. London: Faber & Faber. 1977. p. 155.

77) 정현백·김정수. 앞의 책, 2007. pp. 86-88.

78) 안승대. 앞의 글, 2013. pp.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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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내용요소

3.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과제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통합적인 추구79)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지향하는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자

신의 삶 속에서 개인, 사회, 국가 및 생태공동체, 지구공동체 등과의 관계를 돌아보

고, 그 속에 놓인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며 현상을 극

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한 사람들은 분단의

폐해와 아픔에 대한 민감성을 지니고,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

이며,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 의지를 지니고 있게 된다. 이

같은 민감성, 열정성, 의지는 지식이나 정보 위주의 인지적 측면의 교육만으로는 근

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려면 통합적인 측면의 교

수·학습 방법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교육자 힉스는 평화의 내용,

가치, 태도라는 세 차원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고, 통합적인 방식의 교수법을 중

시했다. 평화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창조적으로 인식하

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그 출발점

으로서 ‘문제 제기’가 중요하고, 평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통합적 이해와 분석 능

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80)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에 대한 이해를 깊

79) 변종헌.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학교 통일교육의 진화.” 윤리교육. 제29집, 2012. p. 178.

80)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p. 14; 146-148.

영역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내용요소

개인
* 인권, 자아 인식과 자기 존중, 자율성
* 비판적 사고력, 감정 관리, 문제 해결 능력

사회공동체
* 의사소통, 개방성, 공정, 존중, 다양성 인정
* 관용, 공감, 배려, 평화적 갈등 해결

국가·민족공동체

* 평화 공존 능력, 차이의 인정, 남남 갈등 인식과 해결 능력 
* 북한 체제와 주민생활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 남북관계 인식,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성,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식 
* 민족공동체 의식,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통일 비전

세계·생태공동체 
* 세계적 정의, 평화, 번영, 문화 이해
* 생명 존중과 생명 윤리,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생태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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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81) 자유, 정

의, 민주주의, 인권, 관용, 연대의 원칙, 이해와 존중 등을 통해 평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에라야 문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가능해지며, 그 결

과 타인 및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폭력을 줄일 수 있다.82) 따라서 평

화교육은 타인이나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무관심, 방관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제공하고, 일상의 갈등과 분열,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나

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83)

한편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은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나 판단 능력을 갖추

었더라도 이를 실천할 수 있기 위한 행위 역량을 필요로 한다. ‘역량(competency)’

개념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개

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이는

사고와 행동방식84)이다. ‘핵심 역량(key competency)’이라고 할 때는 각 개인이 성

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적 능력과 자질을 뜻한다.85)

OECD에서 제시한 DeSeCo(Defining &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따르면, 핵심 역량은 자율적 행동 역량, 여러 도구의 상호 활용 역량, 이질적 사회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역량 등 세 범주와 세 가지 능력을 제시했다. 첫째, 자율적 행

동 역량은 넓은 시각으로 행동하는 능력, 인생 계획의 설정과 개인적 과제 실행 능

력, 자신의 권리, 관심, 한계, 요구에 대해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둘

째, 여러 도구의 상호 활용 역량에서는 언어, 문자, 상징, 텍스트를 상호 활용하는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 활용하는 능력, 기술을 상호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셋째, 이질적 사회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역량은 관계 형성 능력, 협동 능력, 갈등관

리 및 해결능력을 포함한다.86)

한편 이 같은 역량 개념을 ‘평화’ 또는 ‘평화교육’과 연결지은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평화 개념이 지닌 다양한 학제적 속성과 이념적 특성과도 관련된다.

구겔(G. Gugel)에 의하면 평화교육은 ‘평화 역량’을 목표로 하며, 그러한 평화 역량

은 개인, 집단, 사회,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갈등과 공격성을 야기하거나 지원하는

구조 및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87)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81) 정현백·김정수. 앞의 책, 2007. p. 33.

82)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48.

83)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위의 책, 2007. p. 165.

84) Spencer. L. M.. & S. M. Spencer, Competence at Work, 민병모 외 역.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서울: 피에스아이컨설팅, 1998), p. 19.

85) 김국현·변종헌·이인재·박보람·문경호·최선. 통일교육 관련 초·중·고 교육과정 개선방안 검토. 통일부 통일교

육원 용역보고서, 2018. p. 37.

86) 김국현·변종헌·이인재·박보람·문경호·최선. 위의 책, 2018. p. 45.

87) Lin. S.. Vorurteile uberwinden - eine friedenspadagogische Aufgabe. Weinheim: Basel: Beltz. 1999. 

Lin. S.. “Friedenspaedagogik.” In: Brilling. Oskar/Kleber. Eduard W. (Hrsg.): Handwoerterbuch 
Umweltbildung. Hohengehren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1999. pp. 1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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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사자들의 기본적 요구를 고려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균형의 유지와 억

압과 차별의 극복88)이라고 보았다. 윈드뮐러 등(E. Windmueller, K. Wayne & J.

Botes)은 평화 역량의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들을 네 가지 능력으로 정리했다. 이는

갈등 이해와 분석 능력, 갈등 관리와 해결을 이해하고 조치하는 능력, 관련 분야의

지식을 탐색·평가·사용·기여하는 능력, 갈등 관리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89)

국내 학자들로 김국현 등은 ‘평화 역량’이란 “일상생활에서 개인 내부, 개인 간 관

계, 국가공동체와의 관계, 생태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자연스럽고 익숙하

게 실현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보고,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90) 조일수 등은 갈등의 평

화적 전환에 주목하면서, ‘평화역량’을 자아성찰 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 평화적 관계 형성 능력 등으로 제안했다.91)

오인탁은 평화교육 또는 평화 능력을 배양하는 성격 및 구조에 대한 개념과 가치

를 비평화적/평화적 관계의 두 측면으로 구분했다. 구분 내용을 보면 전쟁/평화, 인

공적/자연적, 딱딱한 교육/부드러운 교육, 재촉함/기다림, 상대평가/절대평가, 닫힌

교육/열린 교육, 정형/원형, 적극적 교육/소극적 교육, 수공업적 교육관/유기체적 교

육관, 교사중심 교육/아동중심 교육, 주입식 교육/발견식 교육, 부분적 이해/전체적

교육, 분석적 접근/종합적 접근, 미시적 접근/거시적 접근, 인간중심 교육/생태중심

교육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92)

이상에서 볼 때,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과 역량 함양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화·통일교육은 기존의 정치적 관점을 넘

어 교육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93) 교육적 관점에서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독자적인 학습을 격려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협조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교수법을 활용하고, 모든 질문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수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94) 학습자들의 평화·통일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용 뿐 아니라 과정 역시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성찰, 사고, 관점, 감정,

행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이 증

대될 수 있는 참여·소통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

88) Gugel. G. ibid. 2008. p. 65; 김상무. 앞의 글, 2015. p. 106.

89) Windmueller, E. K. Wayne and J. Botes, “Core Competencies: The Challenge for Graduate Peace 

and Conflict Studies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Vol. 55, No.2/3. 2009. 

90) 김국현·변종헌·이인재·박보람·문경호·최선. 앞의 책, 2018. p. 37.

91) 조일수·김국현·김형렬, 청년 미래세대 국민통합의식 및 학교 단위 국민통합 교육방안 연구 (서울: 국민대통

합위원회, 2015). 

92) 오인탁. “유아기의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열린유아교육학회 2002년 봄 학술대회 논문집. 2002; 최

민수. 앞의 글, 2012. p. 51.

93) 박성춘·이슬기,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파주: 집문당, 2016). p. 145. 

94) 신희선,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독서토론> 수업사례.” 사고와 표현. 제5집 1호. (서울: 사고와 표현학

회, 2012).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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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수립하고 성찰하고 공감하고 격려해 나가는 것은 해당 주

제를 학습자 자신의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동시에, 교육내용을 자신의 것으

로 내재화할 수 있게 한다.95) 따라서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참여·소통형 교

수 설계와 모형 개발은 평화·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96)

Ⅳ. 체험·소통형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실천 방향

앞서 ‘평화·통일 감수성’은 평화, 통일, 분단, 북한 등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한 개

인의 전인격적인 감정 반응으로 제시했다. 또한 평화·통일 감수성은 분단의 폐해로

인한 모든 아픔과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자,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는

정서적 반응이자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라고 밝혔다. 여기서

는 이 같은 평화·통일 감수성을 증대하기 위한 실천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강좌 또는 프로그램 주제로서 가칭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로 설정

하고자 한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원 2018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입각

해 공직자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통일교

육전문강사과정으로 구분할 것이다.97) 이어 대상 특성별로 도입 단계, 진행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참여·소통 기법을 제시할 것

이다.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해 통일 대상 특성별로 각 단계별 참여·소통 기법

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대상별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단계별 참여·소통 기법

95) 김병연. “도덕과(고등학교) 통일교육 실제의 변화”.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연구소.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와 공존을 위한 통일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2018. 7. 19. pp. 192-194.

96) 임철일,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서울: 교육과학사, 2012), p. 18. 

9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통일교육 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참조.

◈ 대주제: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단계

대상   
도입 단계 진행 단계 마무리 단계

공직자통일교육과정 명목집단기법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액션 러닝 여섯 모자 기법 
학교통일교육과정 브레인스토밍 기법 토의 기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학습 비주얼 씽킹
사회통일교육과정 스팟 기법 비폭력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수업 마인드맵

특별교육과정 로터스 발상법 주제 중심 프로젝트 협동 학습 유추, 은유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브레인라이팅 기법 러닝코치를 활용한 문제 기반 학습 하브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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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통일교육과정

통일교육원 공직자통일교육과정의 목표는 통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각 소속부처(기관)에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수행 가능

한 통일 업무능력을 배양하며,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통일관과 북한관을 확립하

는 것이다. 공직자통일교육과정에는 통일부공무원반, 중견간부공무원반(중앙·지자체

5급 이상, 공기업 3급 이상), 중견실무공무원반(중앙·지자체 6급 이하, 공기업 4급

이하), 비상업무대비담당공무원반(중앙·지자체·공기업 비상업무대비담당자), 군장교

반(정훈교육담당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공무원반(보안경찰공무원), 지자체공

무원반, 공무원 교육기관 연계과정, 공공기관반 등이 있다.

공직자통일교육과정 연수에 참여하는 연수생들의 특성들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각자의 직위나 직급, 주요 담당

업무, 소속된 지역사회 등은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공직자통일교육과정 참여자들이

소속된 지역사회가 인천·경기·강원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인가 비접경지역·비수도권

지역인가에 따라 집합연수에 참여한 구성원들 간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과정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상이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의 교류·협력사

업 또는 소속 부처의 통일·북한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과 여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간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차이점은 공직자통일교육과정 참여자들의 통일·북한 문제 관련 지식, 이해, 관

심 등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부정확한 인식에서 근거하는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공직자통일교육과정 대상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은 우선 통

일·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과 북한 문제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나 편견이 있는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실현 의지와 균형 있는 북한관을 지닐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더불어 통일·북한 문제를 자신의 업무 분야와 연관 지어 탐색하고,

이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공직자통일교육과정 대상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은 공무원들의 국

가관, 공직관, 윤리관에 부합하는 내용과 함께 공무원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방식

의 참여·소통 교수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여타 직종에 비해 규범, 원

칙, 절차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관계 확대를 선호하는 활동지향형 학

습자보다는 학습지향형이거나 목표지향형 학습자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발표보다는 경청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소극적 참여자 혹은 의견제시보다는

숙고를 중시하는 신중한 참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소통 기법 역시 참여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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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프로

그램을 예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공직자통일교육과정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단계별 참여·소통 기법

대주제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대상 공직자통일교육과정

내용

단계   
활용기법 학습활동 비고

도입 

단계

명목집단
기법

* 강의안내, 준비물 배부
* 소집단 구성: 친교, 분임장 선출
* 핵심 개념 제시: (예) 평화, 통일, 분단, 교류
* 세부주제 설정: (예)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침묵 성찰: 개인별 성찰 및 아이디어 기록 
* 소집단 토의: 개인별 성찰 결과 공유
* 대집단 발표: 소집단별 토의 결과 공유, 피드백 

* 준비물:
메모지,
카드,
포스트잇,
컬러펜

진행 

단계 

퍼실리테이
터를 활용한 
액션 러닝 

* 액션러닝 주제 설정: (예)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 문제 탐색하기: 현재 남북 교류협력에서 발생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 실제적 문제 탐색 (주제 관련 영상 자료,
문헌 자료, 스마트폰 자료검색)

* 문제 명료화하기: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세부적인 
개념이나 하위 범주 설정 (예) ‘지자체 농산물 교류’ 또는 
‘환경기술협력’ 등

* 가능한 해결책 제시하기: 다다익선 방식 아이디어 기록 
독려

* 우선순위 결정하기: 우선순위 결정 기준 안내 및 실행 (예)
시급성, 경제성 및 자원, 파급성, 실현가능성 등 

* 액션 플랜 작성하기: 자신의 소속기관 내 교류·협력 방안 
현실화 계획 수립

* 현장 적용하기: 수행 결과 정리 방안 및 공유 계정 안내
* 평가하기: 액션 플랜 아이디어 발표, 공유, 성찰  

* 준비물:
토론지,
수행토론지,
메모지,
카드,
포스트잇,
컬러펜   

* 우선순위 
결정 방법:
(예) 토론,
거수, 스티커 
투표

마무리 

단계

여섯 모자 
기법 

* 기법 안내 및 준비물 배부
* 하얀 모자(사회자): 문제 안내 및 정보 제공
* 파란 모자(논리주의자): 객관적인 문제 분석, 정리
* 초록 모자(아이디어맨): 아이디어 확장, 추가 대안 제시
* 빨간 모자(직관주의자): 아이디어에 대한 느낌과 감정 

표현
* 노란 모자(낙관주의자):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효과 제시
* 검은 모자(평가자): 아이디어의 한계, 유의점 비판적 성찰 

* 준비물: 모자 
(또는 
스카프,
손수건, 명찰 
등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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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 단계: 명목집단기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공직자통일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 ‘도입 단

계’에 활용 가능한 기법은 ‘명목집단기법’ 또는 ‘익명그룹기법’이다. 명목집단기법은

공직자통일교육과정 참가자들과 같이, 새로 구성되어 아직은 친숙하지 않은 신규

집단, 프로젝트 팀과 같이 일시적으로 구성된 집단, 새로 포함된 구성원들이 잘 참

여하지 못하는 집단 등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소집단 중 일부 구성원이 주도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등 지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서 이를 방지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하는 데에도 적절하다.

명목집단기법은 명목상 소집단을 구성해 놓은 뒤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명목집단기

법의 운영 방식은 먼저 소집단을 구성하고, 교수자가 구성원 중 한 명을 진행자로

임의 선정하도록 한다. 선정된 진행자는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어떤 문제 상황이나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이후 소집단 구성원들은 일정 시간 동안 서로 의

논하거나 대화하지 않고, 침묵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이 때 교수자는 구성원들에게 미리 메모지나 포스트잇, 카드 등을 배부하

고, 한 장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기록하도록 안내하면서 아이디어 도출을 촉진한다.

교수자는 일정 시간 내에 기록할 아이디어의 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급

적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기록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98)

명목집단기법은 문제의 명료화와 정교화, 역동적인 아이디어 생성, 해결책 도출,

우선순위 결정 전반에서 유용한 기법이다. 우선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서 단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촉진하고 의사 결정을 위한 합의를 이

루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명목집단기법은 성찰을 위한 침묵의 시간을 제공하

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생성하고, 이를 정리해 아이디

어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명목집단기법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신

의 아이디어가 타인으로부터 평가받거나 비난 받는 것에 대한 부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명목집단기법은 발표 능력이나 말솜씨가 뛰어나지 않은 구성원들

도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침묵의 시간

을 두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화 도중의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말솜씨가 뛰어난 일부 개인의 지배력 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집단별·주제

별로 다양한 색상의 포스트잇이나 카드를 활용할 경우 집단의 아이디어를 분류하거

나 결과를 정리하고 전체 집단 안에서 게시하는 데에도 유용하다.99)

공직자통일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을 주제로 도입 단계에

명목집단기법을 적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자는 5~8명으로 구성된 소집

단별로 메모지나 포스트잇, 카드 등을 배부한다. 이후 명목집단기법을 비롯해 강좌

98) 박수홍·정주영. PBL과 액션러닝(2판). (서울: 학지사. 2017(2014)). p. 238. 

99) 박수홍·정주영. 위의 책. 2017(2014). p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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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할 기법에 대해 간략한 안내를 실시한다. 그 후에는 자기소개와 같은 간

략한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한 뒤 소집단별로 분임장을 선정하도록 안내한다. 이후의

활동에서는 교수자가 세부적인 토론 주제를 안내하거나, 혹은 분임장이 주도하여

소집단별로 주제를 제시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입 단계에서 진행한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주제는 가급적 구체적인 것보다는 ‘평화’, ‘통일’, ‘분단’, ‘교류’ 등 다

소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다. 또한 중앙부처에 비해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을 수 있으므로, 구

성원의 관심사에 따라 세부적인 교류 관련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

법이다.

예를 들어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세부주제가

결정됐다면, 이후 약 5분 정도 침묵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주제와 관련해 떠오르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교수자는 한 장의 카

드에는 한 가지의 아이디어만을 담도록 안내하며, 게시할 때 가독성을 높일 수 있

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가급적 큰 글씨로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명목집단기법을 활

용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1인당 1개의 아이디어만 기록해보도록

제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이디어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다익선(多多益善) 방식

을 장려하거나 혹은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되 우선순위를 두어 기록하도록 할 수

도 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면 각자의 아이디어를 큰 종이 혹은 화이트보드에 게

시한다. 교수자는 각 분임 내에서 나온 유사한 아이디어들을 모아 필요시 재분류하

여 목록으로 만든다. 교수자는 소집단별 주요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공유하는 시간

을 갖도록 진행하면서, 각 아이디어들에 대해 격려 및 피드백을 실시한다.

나. 진행 단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활용한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공직자통일교육과정의 참가자들이 도입 단계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나면, 이를 자신의 직무와 연관 짓기 위한 참여·소통 학습활동

으로 이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진행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

내에서 평화·통일 아이디어가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액션 러닝을 실시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액션 러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촉진 및 지원하는 조력자로

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100)이 중요하다. 퍼실리테이터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

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가운데 각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을 지

원하는 역할을 한다. 퍼실리테이터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

관없으며,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돕고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토의

운영 및 문제 해결 기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101) 따라서 퍼실리테이터는 강

좌를 담당하는 교수 혹은 각 분야별 초청 전문가가 담당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소

100)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기 Facilitator 역량개발과정. (서울: 중앙공무원교육원, 2006).

101) Marquardt. M. J.. 봉현철·김종근 공역.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 기업교육 프로그램: 액션러닝. (서울: 21세

기 북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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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성원들 중 주제와 관련이 깊은 사람을 골라 퍼실리테이터를 선임한 뒤 자기

주도적으로 집단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액션러닝은 일반적으로 집단 내에서 핵심적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이다. 액션러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데, 초기의 개념정의는 액션러닝이란 ‘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행동 학습의 한 유형으로서, 소집단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학습

하면서 과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았다.102) 이후 액션러닝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동료 구성원의 지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성찰의 지속

적인 과정”으로서, 적극적 자세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동료로부터 및 동료들

과 함께 학습하는 과정으로 개념화된다. 액션 러닝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정의는

대체로 “교육 참가자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실패의 위험을 갖는 실제의 문제를 해

결하는 동시에 과정에 대한 성찰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방식”과 상통한다.103) 공직자

통일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사용하는 액션러닝은 “소규모

집단이 조직, 그룹,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 비즈니스 이슈와 원인을 규명하

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하며, 실천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한 학습, 즉 현장적용과 성찰을 통한 학습의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다.104)

체계적 액션러닝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들도 다양한데, 여기서는 정주영의 관점105)

을 따라 ① 문제 탐색하기, ② 문제 명료화하기, ③ 가능한 해결책 도출하기, ④ 우

선순위 결정하기, ⑤ 액션 플랜 작성하기, ⑥ 실행하기 등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것

이다. 첫째, ‘문제 탐색하기’는 ‘발생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할 어떤 실제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돌아보는 단계다. 여기서 교수자 혹은 퍼실리테이터는 문서 혹은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주제 혹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경

청해 나가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을 거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문제 명료화하기’는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퍼실리테이터는 제시된 문제를 각

개인들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토의와 질의응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진하고 격려해야 한다. 셋째, ‘가능한 해결책 제시하기’는 해결책들

을 분류하고 점검하는 과정이다. 퍼실리테이터는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양

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해결책들을 개선하도록 한다. 넷째, ‘우선

순위 결정하기’는 앞서 제시된 여러 가능한 해결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퍼실리테이터는 주제에 따라 시급성, 경제성 및 자원, 파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안내하면서 학습자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액션

102) 박수홍·정주영. 앞의 책. 2017(2014). pp. 100-102. 

103) 정주영. “블렌디드 액션러닝(Blended Action Learning) 지원시스템의 개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04) 박수홍·정주영. 앞의 책. 2017(2014). p. 104. 

105) 정주영·박수홍·안영식. 체계적 액션러닝. (서울: 학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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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작성하기’는 해결책들을 현장에서 실행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여섯째, ‘현장 적용하기’는 수립한 액션 플랜을

각자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하기’는 개인적 성

찰 및 소집단 성찰을 통해 활동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발표한 뒤 소집단

간 평가를 실시한다.

공직자통일교육과정의 진행 단계에 체계적 액션러닝 프로세스를 적용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또는 허락된 소요시간에 따라 일부 단계를 생략하는 등 압축적으로 실

시할 수도 있다. 우선 5~8명으로 구성된 소집단별로 분임장을 구성한 뒤, 일정한 주

제를 제시하거나 때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담당 직무에 따라 관심을 갖고 있는

‘평화·통일교육’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화·통

일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직자통일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액션

러닝을 진행한다면, 그 프로세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탐색하기’에서는 각 분임별로 현 단계의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 및 해결 가능한 실제적 문제들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 때 필요할 경우

교수자는 전체 집단 또는 소집단별로 주제에 적합한 영상 자료를 시청하도록 하거

나 문헌 자료를 유인물의 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료검색

을 해 보도록 안내한다. 둘째, ‘문제 명료화하기’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주제

가 구성원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자체 농산물 교류’ 또는 ‘환경기

술협력’ 등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이 깊은 세부적인 개념이나 하위 범주를 설정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셋째, ‘가능한 해결책 제시하기’에서는 미리 배부된 포스트잇,

카드, 토론지에 각자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가급적 많이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이

때 교수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분류하고 점검하며 격려해 나간다. 넷째, ‘우선순

위 결정하기’에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교류·협력방안들 중 적절한 기준에 따라 우

선순위를 정하도록 안내한다. 교수자는 시급성, 경제성 및 자원, 파급성, 실현가능성

등과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토론, 거수, 스티커 투표 등을 통해 우선순

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섯째, ‘액션 플랜 작성하기’는 각자가 자신의 부

처 혹은 기관에서 그러한 교류·협력 방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자통일교육과정에서는 액션 플랜 작성 및 공유 과정을 마지막으

로 액션러닝을 종료할 수도 있고, 필요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여섯째,

‘현장 적용하기’는 자신들이 수립한 액션 플랜의 수행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수

행토론지를 배부하거나, 혹은 상호 공유하기 위한 게시판이나 SNS 계정 등을 안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하기’는 전체 집단 앞에서 각 집단별 아이디어를 발표

하고, 이를 성찰하여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마무리 단계: 여섯 색깔 모자(six thinking hats)

공직자통일교육과정 참가자들이 액션 러닝을 통해 도출해 낸 결과 및 액션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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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섯 색깔 모자’ 기법

을 활용하고자 한다. 여섯 색깔 모자 기법은 보노(E. Bono)가 고안한 창의적 아이

디어 기법으로서, 참가자들이 6가지의 다른 색깔의 모자를 쓰고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기법은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내포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서 ‘모자’는 참가자들의 자

아와 사고를 분리하는 도구이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며 토론에 임

하도록 하는 의식 집중 도구가 된다.106)

‘여섯 색깔 모자’ 기법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역할과 관점을 간략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얀 모자를 쓴 사회자는 의제를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파란 모자를 쓴 논리주의

자는 분석적이며 객관적인 태도 속에서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으로, 사고

과정의 계획, 요약, 의사 결정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초록 모자를 쓴 ‘아이디어

맨’은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기존 아이

디어를 확장해 나가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빨간 모자를 쓴 직관주의자

는 토론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순간적 느낌, 감정 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노란 모자를 쓴 낙관주의자는 그 아이디어의 긍정적 가치, 좋은 점, 실현 가

능성 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검은 모자를 쓴 평가자는 아이디어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문제점, 논리적 한계 등을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07)

여섯 색깔 모자 기법에서 모자를 쓰는 순서는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지만, 일반

적인 진행 순서는 ‘문제 정의, 자료, 제안, 직관, 긍정적 가치, 비판’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여섯 색깔 모자 기법은 대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한 직후, 이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이전에 아이디어에 대한 직관이나 느낌을 먼저 말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중에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나 관련 사례를 제시하

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여섯 색깔 모자 기법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108)

여섯 색깔 모자 기법은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여섯 가지 모자는 각자에게 역할을 배

분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사고의 유형을 적절히 단순화하고 통제해 나가면서 토론

과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회의를 주도하려 하는 일부 참가자들을 방지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 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서로 교대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참여자들의 의사표현 능력을 증진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109)

여섯 모자 기법을 공직자통일교육과정 마무리 단계에 적용한다면, 앞서 진행 단계

에서 이루어진 소집단별 액션 플랜 수립 전 단계에서 분임 구성원 간에 이를 실시

106) 정주영·홍광표·이정아. 술술 풀리는 PBL과 액션러닝. (서울: 학지사, 2012). p. 242

107) 박수홍·정주영. 앞의 책. 2017(2014). pp. 241-242. 

108) 박수홍·정주영. 위의 책. 2017(2014). p. 241. 

109) 박수홍·정주영. 위의 책. 2017(2014).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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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는 액션 플랜 전체집단 발표 이후 단계에서 분임

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분임 간 아이디어를 최종 평가하거나 수렴하는 과정에도 활

용할 수 있다. 교수자는 먼저 여섯 모자 기법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소개해

야 하며, 순서나 역할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문서자료, PPT 화면 게시, 구두 설명

을 통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소집단 내에서 혹은 전체집단 중 소집단별

로 여섯 가지의 역할을 배분하고, 역할에 따라 모자를 배분한 뒤 각자가 해당되는

역할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자를 통한 역할 배분 방식은 각자가

원하는 모자의 역할을 선택하도록 자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

로 제비뽑기와 같이 임의적 방식으로 역할을 부과할 수도 있다.

기법에 대한 안내 및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면, 교수자는 앞서 안내된 방식으로 여

섯 색깔 모자의 역할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액션 플랜과

관련된 마무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소집단 구성원이 6명이 넘을 경우에는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안내해도 좋고, 필요 시 토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서기나 총무를 둘 수도 있다. 토론은 하얀 모자를 쓴 사회자가 도출된

문제에 대한 안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작되며, 이후의 과정에서는 교수자

보다는 사회자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회자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방안 액션 플랜 등이 제시되면, 이후 파란 모자를 쓴 논리주의자가 제시

된 액션 플랜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시 명확히 분석하고 정리하며 이를 기록한다.

초록 모자를 쓴 아이디어맨은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대안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를 기록한다. 이후 빨간 모자를 쓴 직관

주의자가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표현한다. 이어 노란 모자를

쓴 낙관주의자를 통해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에 대한 기대효과가 제시되면, 마지막

으로 검은 모자를 쓴 평가자가 그러한 방안이나 대안이 지니고 있는 한계나 유의점

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순서나 역할은 필요에 따

라 교수자가 가감할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역할을 바꾸어 재실시하

는 것도 의미 있다.

2. 학교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의 목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학교통일교

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을

더욱 활성화, 내실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 교육자인 교사들의 통일

교육 방향, 내용, 기법 등 전문능력을 향상하며,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통일교육과정의 세부 과정들로는 초

등교장(감)·중등교장(감)반, 초등·중등교사 기본반·심화반, 유치원교원반, 통일교육

연구학교반, 교육전문직위반, 예비교사반 등이 있다. 학교통일교육과정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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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여자들은 현재 교육현장에 종사하고 있거나 혹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

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현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각 과정별로 일정한

특징을 드러낸다.

발달단계에 따라 살펴보면, 유치원교원반 과정은 교사반과 교장(감)으로 구분되어

있는 초·중등과 달리 유치원 교사와 원장(감)반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해 왔다.

대체로 2박 3일 과정의 집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대적으로 원장(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서, 이는 일반 유치원 교원들의 경우 원아들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소속된 유치원을 벗어나 집합교육에 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교육과정상 3~5세 누리과정에서는 ‘사회 관계 영역’ 이상의 범주를 포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 관련 교육과정 내용요소가 부재한 것이 현실적 한계이

다. 따라서 유치원 대상으로는 직접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에

대한 학습요소 및 ‘평화교육’의 요소를 연계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 한편 유치원 교육과 관련된 대학 내 커리큘럼에서도 통일교육이 직접

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치원 교원들이 지니고 있는 통일·북

한 관련 사전지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교원반

에 참여한 연수생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로 인해 연간 연수과정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또한 최근 2~3년에 걸쳐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에서 유아 대상 통일교육

영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등, 미취학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보

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후 초·중등단계에서는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여 교장(감)반과 교사반으로 나뉘

며, 교사반의 경우 또다시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구분된다. 먼저 초등교원의 경우 초

등교육과를 졸업한 후 교사 생활을 하게 되고, 오랜 교사 생활을 거친 뒤 교장(감)

으로 부임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중들의 구성이 균질한 편이다. 특히 초등

학교 교육과정상 도덕과 사회 교과에서 통일·북한 내용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

든 교사가 도덕과 사회를 비롯한 전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원들에게

통일·북한 관련한 일정한 사전지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도덕과 사회 교과의 일부 학

년에만 통일·북한 관련 교과 내용이 존재하고 그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한계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평화교육 내용을 다루는 교과를 통일교육과 연계시

킴으로써 평화·통일 관련 교과교육의 양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명

의 교사가 전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미술, 음악, 체육을 비롯해 다양

한 교과를 통일교육과 연계시키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과 융합적 평

화·통일 교육과정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통일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우수 사례의

확산과 보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등교원 대상의 경우에는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중

등교사반(기본반/심화반)과 중등교장(감)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급과 고등학

교급 간 교원 이동이 매우 드물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건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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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해 운영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의무교육에 포함

되고 공통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중학교 단계와 달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대

학 진학을 목표로 일반교육을 받는 인문계 고등학교, 농업·공업·상업·실업 등 다양

한 취업 준비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과학·외국어 및 예·체능 등의 특수목적계 고

등학교, 직업교육이나 대안교육 등의 특성화 고등학교 등 매우 다양하다. 같은 학교

급 내에서도 중등교사들은 각기 자신의 전공 교과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초등교사에

비해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등교원들의 경우 소속된 학교의

특성이나 자신의 담당 교과목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따라 통일·북한 관련

사전지식의 종류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높은 편이다.

한편 교육전문직위반 역시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존재한다. 교육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교원 출신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해 있으며, 교원 출신인 경우에

도 초등·중등 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장학관(사)과 교육부 연구관(사)

들의 경우 개인별로 전공 분야 및 담당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더구나 소속된 지역

사회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관심사, 접경지역과의 거리 등에 따라서도 다양성이 존

재한다. 이들 역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소속기관을 비우고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9월 14일자로 본격 시행

되고 있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임이 강화되고, 통

일교육 활성화 및 남북교육교류 등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위반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반의 경우 전국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범대와 교육대의 특성상 전국 주요 시·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속된

지역사회는 전국적으로 다양하다. 통일교육원에서는 경우 가급적 같은 학교 및 학

과 소속 학생들 위주로 과정을 구성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여건에 따라 여러 학교·

학과를 모아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학교·학과라 할지라도 연수에

참여하는 학년에 따라 통일·북한 관련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기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통일·북한 관련 사전지식의 여부는 균질하다고 보기 어렵다. 교대와 사대 간에

는 통일·북한 관련 대학 강좌의 존재 여부도 차이가 있다. 현재 대학 내의 초등교육

과 커리큘럼 내에 통일·북한 관련 강좌가 독립적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개설되더라도 초등 도덕교육 전공의 심화 선택교과로 존재한다는 점이 한계다. 이

런 점에서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에서 실시하는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사업 등은 미래의 통일교육 핵심전달자인 예비교사들의 평화·통일 의식

함양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예비교사반의 과제는 학교·학과 일정 등으로

인해 집합교육 일정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는 점,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사대·교대생

들이 집합교육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이동거리가 길다는 점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

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표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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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교통일교육과정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단계별 참여·소통 기법

가. 도입 단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상기한 특징을 반영해 학교통일교육과정에 참가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도입 단계

를 진행할 때는 학교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어 교사들에게 익숙한 기법인 브레인스

토밍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할

때 아이디어를 폭우처럼 쏟아 붓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적 사고를 넘어

자유롭고 거침없이 다양한 생각을 드러내면서 새롭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대주제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대상 학교통일교육과정

내용

단계   
활용기법 학습활동 비고

도입 

단계

브레인
스토밍 기법

* 강의안내, 준비물 배부
* 소집단 구성: 친교, 분임장 선출
* 얼음깨기: 분임명 또는 슬로건 설정(네임텐트)
* 자유 토의: 일정 시간 내 다다익선 방식 아이디어 발산
* 소집단 토의: 아이디어 정리 및 수렴, 우선순위 결정 및 

아이디어 채택 (예)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평화란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을 
증진하려면?”

* 대집단 발표: 소집단별 아이디어 공유, 피드백 

* 준비물:
A4용지,
도화지,
메모지, 카드,
포스트잇,
컬러펜

진행 

단계 

토의 기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학습

* 문제 탐색: 설정된 주제에서 파급되는 문제 탐색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구분)

*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 평화, 통일, 감수성, 비전, 미래 등의 
개념 정리 및 합의

* 자료 탐색: 유인물 배부, 컴퓨터 및 스마트폰 자료 검색
* 소집단 토의: 주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 토의 (예)
“평화·통일 감수성 증진하기”, “평화·통일 미래 비전 
수립하기”

* 결과 예측하기: 제시된 방안들의 기대효과와 한계 예측
* 해결방안 도출: 결과 예측을 종합해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 

선택
* 대집단 발표: 토론지, 화이트보드, PPT 화면 등을 활용해 

게시하고 발표, 공유

* 준비물: 전지,
토론지,
메모지, 카드,
포스트잇,
컬러펜,
화이트보드 

* 자료 탐색:
문헌자료,
영상자료,
인터넷 검색 

마무리 

단계
비주얼 씽킹

기법

* 기법 안내 및 준비물 배부 
* 질문하기: 시각화하고 싶은 주제와 내용을 한 줄의 

질문으로 제작(핵심 단어, 문장, 관련 이미지 구상)
* 그리기: 이미지, 영상, 그림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참고해 

스케치하기
* 살펴보기: 주제와 관련된 시각이미지 검토, 보완하기
* 발견하기: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 공유하기: 소집단별 시각이미지 발표, SNS 등을 통해 

이미지 공유, 피드백

* 준비물: 전지,
도화지,
색종이,
포스트잇,
컬러펜,
화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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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얻어내는 방법이다.110) 브레인스토밍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사고를 확장할 필

요가 있는 수업 상황, 주어진 학습 내용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수업 상황에서 적절하다.111)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은 판단유보(비판금지), 자유보장(자유분방 분위기 조성, 발상

전환을 위해 엉터리 같은 아이디어 환영), 질보다 양(다다익선), 가감승제(결합과 개

선, 아이디어 확대, 축소 등) 원칙, 의견 편승 불가 원칙 등이 있다. 따라서 자유분

방한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이미 제안된 아이디

어들을 연결하거나 확대·축소하고, 변경하거나 대체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

하되,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다. 교수자는 미리 브레인스

토밍의 원칙들을 안내하면서,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엉터리 같은 의견일지라도 격려함으로써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

도록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또한 교수자는 무임 승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주제를 제시해 보도록 살피며,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을 경우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들을 결합하거나 확대·축소해서 보다 다듬어진 아이

디어가 나오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현장에서의 브레인스토밍은 학습 전체 또는 소집단 단위로 모두 가능하지만

소규모의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아이디

어를 표출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이디어를 내도록 함으로써 무임 승차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교수자는 제시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아이디

어를 이끌어 내면서 의견을 발전시키고, 정해진 시간 내에 모아진 아이디어를 검토

하면서 가장 적합한 생각으로 다듬거나 적절한 아이디어를 채택하도록 해 나간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할 경우, 토론을 통해 도출된 ‘가능

한 해결책’ 중 시급성, 중요성, 실현가능성, 경제성·자원, 파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

위를 결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도입 단계를 통해 “평화의 눈으로 본 통

일”을 주제로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유롭게

발산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교수자는 5~8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형성한 뒤, 자기

소개를 비롯한 간단한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한다. 친교 시간을 갖는 동시에 분임장

및 서기 등을 선출하도록 안내하며, 이후 분임장의 주도로 세부적인 주제를 수립하

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갖도록 한다. 이 때 ‘얼음 깨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분임의 이름 또는 슬로건을 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재미있는 분임명 및 슬로건

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긴장이 해소되고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

며, 분임 구성원 간 소속감을 증진할 수 있다. 이후 분임장을 통해 정해진 시간을

안내하고, 그 동안 모아진 아이디어를 소집단 구성원 토의를 통해 다듬고 우선순위

를 결정하도록 안내한다.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방식으로는 시급성, 중요성,

110) 추병완. 앞의 책, 2007. p. 87. 

111) 정창우 외.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고양: 인간사랑. 2007). p.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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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및 자원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임별로

자기 주도적인 방식으로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하도록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

해 예를 들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평화란 어떤 의미일까?” 혹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을 증진하려면?” 등의 주제가 수립되면, 이를 정리

하고 게시하여 전체 집단 앞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나. 진행 단계: 토의 기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학습(Problem-solving Learning)

학교통일교육과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주제를 풀어나가

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도 이미 익숙한 방식인 토의 기법과 문제 해결 학습을

활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소집단 토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참

여자들의 집합적인 지혜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토의의 개념과 종류는 매

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의 기법은 강의실 내의 일방적인 이론적 학습을 벗어

나, 학습자들이 실제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논의를 통해 학습을 이루어나가는 참여

과정이다.112)

토의 기법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문제와 관련된 다

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을 학습하

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토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

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갈등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토의 기

법은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자율성을 신장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또한 함양하도록 한다.113) 그리고 학습자들은 토의 과정을 통해 자신과는 다

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변증법적 발전을 거쳐

최적화된 결론을 도출해 나가게 된다.114) 따라서 토의 기법은 의사소통 능력과 분석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

는 데에도 기여한다.115) 경청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토의 기법은 평화·통일교육에서

중시하는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 인식, 화해·협력, 공존, 존중과 관용의 태도116)

등을 기르는 데에도 의미 있다.

콜버그의 ‘딜레마 토의법’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진지하게 토의에 참여하게 되는

환경은 토의 주제가 자신들이 경험하는 일상 세계와 관련될 때,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토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봤

다.117) 따라서 토의 기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학습을 실시하려면 우선 주제에 부합

112) 김원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아이들.” 천희완·최종순 외. 사회참여 체험학습. (서울: 우리교육, 2001). 

pp. 148-151.

113)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56.

114) 신희선. 앞의 글, 2013. p. 342. 

115)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61.

116)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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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적절한 ‘문제’ 혹은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의 주

제를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방안”으로 설정했다면, 학습자들

은 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일상 세계인 자신의 학교 내에서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해 탐구하게 되며,

북한 체제와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기 나름의 통일관과 북한관을 정립

할 수 있다.118)

이러한 토의 기법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의 지혜와 관심을 모으는 데

효과적이다. 문제 해결 학습 또는 논쟁 문제 학습이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

는 공공 문제를 교육 내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관행에 대한 비

판적인 탐색, 분석,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119) ‘논쟁 문제’란

대체로 사회의 다수에 의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있는 문제이자, 여러 가

지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 결정해야 하는 공공의 문제로 볼

수 있다.120) 그러나 문제 해결 학습의 특징은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시도하거

나,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답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야 한다. 즉 문제 해결 학습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자의 지적 분석 능

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 학습은 정보의 습득과 해석을 비롯

해 다양한 문제 탐색 방법을 훈련하며,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옹호할 수 있는 ‘사

려 깊은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은 수동적이거나

자동 반응적 태도를 벗어나야 하며, 학습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설명

하며 조직하고 해석하는 참여 행위가 중요해진다. 이런 점에서 문제 해결 학습은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력, 창조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

고등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121)

학교통일교육과정 진행 단계에 토의 기법과 문제 해결 기법을 적용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앞서 도입 단계에서 수립된 주제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우리 학교 학생

들의 평화·통일 감수성을 증진하려면?” 또는 “평화·통일 비전과 청소년의 미래” 등

의 주제가 수립됐다면,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새로 소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앞서 도입 단계에

서 구성되어 있는 소집단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 역시 친밀한 감정을 유지하고 익숙

한 환경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데 적절하다.

교수자는 미리 문제 해결 수업의 세부적인 절차를 PPT 화면이나 문서자료를 통

해 충분히 안내하고, 구체적인 토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주제 및

117) 허영식. 민주 시민 교육의 방법. (서울: 학문사. 1997). p. 167. 

118) 박보영. 앞의 글, 2005. p. 38. 

119) 추병완. 앞의 책, 2007. p. 87. 

120) 황홍섭. 초등 사회과 교수법. (서울: 세종출판사. 2004). p. 110.

121) 추병완. 앞의 책, 2007. p. 87. 



- 39 -

토의 절차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교수자는 제시된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해 나간

다.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논쟁적인 공공 문

제에 대해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로 구분한 뒤, 관련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사실에 대한 경험적 확인을 거치고, 가

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따른

각각의 결과를 예측하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갈등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 결론내리

는 방식을 취한다.122)

학교통일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면, 먼저 교수자는 각 소집단별로 자신

들이 설정한 주제에서 파급되는 문제들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이후 그러한 문제들

을 해결하는 데 용이하도록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 담긴 문장들로 세분화하도록 안

내한다. 또한 소집단 토의를 통해 평화, 통일, 감수성, 비전, 미래 등의 개념과 용어

를 명확하게 다듬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이나 논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안

내한다. 이후 각 구성원들에게 필요하다면 제시된 유인물을 활용하거나 혹은 컴퓨

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각 구성원들은 토의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의문사항들, 예를 들면 현재의 통일교육현황이나 청소

년의 통일인식 등에 대해 자료 탐색 과정을 거쳐 확인해 나가면서 토의를 이어나가

게 된다.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평화·통일 감수성’이나 ‘평화·통일 미래 비전’과

관련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해결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면,

이후 각 방안들이 가져올 효과나 한계 등 각각의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한다. 소집

단별로 예측한 결과들을 종합해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이 선택되면, 이를 토론지,

화이트보드, PPT 화면 등을 활용해 게시하도록 한 뒤 전체 집단 앞에서 발표하도

록 한다.

한편 토의 기법과 같이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방법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자기

주도적인 토의 과정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심리적 부

담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123) 따라서 토의 기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의의 원활한 진행과 토의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

이 중요하다. 토의와 문제 해결 기법에서 교수자는 교육내용의 ‘전달자’가 아니라

‘권위 있는 동료’로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자는 해답을 제공하기보다는 토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극으로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함으로

써 학습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스스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 있는 교수자의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은 토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

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심화된 학습과 성찰이 가능하도록 이끌 수 있다.124)

토의 기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수업을 실시할 때 교수자는 우선 질서 정연하면서

도 자유로운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122) 박상준.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6). p. 219.

123) 신희선. 앞의 글. 2013. pp. 332-338. 

124) 신희선. 위의 글, 2013.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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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각자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이끌어야 한다. 또한 학습 주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토의 과정을 이끌면서 토의의 결과물이 잘 도출되도록 지원해야

한다.125) 토의를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상황이나 문제의식 등에

대해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학습자

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토의 과정에서 학습자들과 공감적인 의사소

통을 함으로써 토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칭찬, 격려, 공감과 같은 긍정적 강화를 제공해 나가야 하며, 적절한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토의 과정에서의 피

드백은 평가, 해석, 지지, 탐사, 이해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

습자에 대한 관심과 주의 깊은 관찰126)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 마무리 단계: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학교통일교육과정 마무리 단계에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는 비주얼 씽킹(이미지 씽킹)을 활용하고자 한다. 비주얼 씽킹은 떠오르는 아이디

어, 생각, 정보를 글, 그림, 스케치, 아이콘, 도표, 도형, 기호, 색상, 이미지 등을 활

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시각적 사고 방법이다. 비주얼 씽킹은 마

인드맵과 유사성을 지니는데, 마인드맵은 주로 중심 이미지에서 출발해 방사형으로

사고가 확장되며, 상위와 하위 가지 등으로 나누어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효

과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비주얼 씽킹은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더

욱 다양한 유형과 방식을 사용하며, 개인보다는 소집단 단위로 생각을 공유하게 하

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127)

비주얼 씽킹의 효과들로는 우선 체계적인 요약과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

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력이 높아지고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핵심

주제를 선택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관찰력과 탐구 능력

을 증대하면서 창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규칙이나 논리 뿐 아니라 이미지나

패턴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특히 비주얼 씽킹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예술적 감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깊게 알지 못하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심리적으

로 안정감과 자신감을 준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면

서 타인과의 소통, 상호작용, 공감을 증진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

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진로와 인성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125) 도널드 L. 핀켈 지음, 문희경 옮김, 침묵으로 가르치기 (서울: 다산초당, 2010), pp. 96-100

126) 신희선. 앞의 글, 2013. p. 338. 

127) 니시무라 가츠미. 이종대 역. 비주얼 씽킹 .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5); Dirksen., J.. 한정민 옮김. 

비주얼씽킹 & 러닝디자인. (서울: 에이콘출판,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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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씽킹에서는 레이아웃(layout) 또는 씽킹 맵(thinking maps)을 활용하는데,

이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표현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내용이나 시각적 표현들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배치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자면, 써클 맵(Circle

Map)은 원 안에 학습 주제에 대한 개념정의나 사실관계 등을 그리거나 적어나가는

것이다. 트리 맵(Tree Map)은 학습한 내용을 학습 주제의 특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처럼 분류하고 구분하는 활동이다. 버블 맵(Bubble Map)은 학습 주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형용사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다. 더블 버블 맵

(Dubble Bubble Map)은 학습한 내용 중에서 두 개의 주제나 개념을 서로 비교·대

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활동이다. 플로우 맵(Flow Map)은 일정한

규칙과 기준에 따라 학습 내용의 흐름이나 순서를 정해서 정렬하는 활동이다. 멀티

플로우 맵(Multi-Flow Map)은 학습 내용 속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영향과 효과를 규명해 내는 활동에 적합하다.128)

비주얼 씽킹에서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은 단어, 문장, 문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어’ 중심으로 실시할 경우, 주어진 주변 사물이나 사건 등

을 관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한 도형, 사물, 리본, 배너, 제목, 말풍선 등으

로 표현할 수 있다. ‘문장’으로 실시할 경우, 자기 자신이나 타인, 어떤 사건이나 주

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문단’으로 실시할 때

에는 어떤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나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레이아웃을 통해 전개하

는 것이다.

비주얼 씽킹 수업은 언어적 사고활동 15분, 시각적 언어활동 15분, 공감활동 10분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일반적 단계들로 첫

째, ‘질문하기’는 자신이 시각화하고 싶은 주제와 내용을 한 줄의 질문으로 만들고,

그 주제에 따른 핵심 단어들을 찾고 관련 있는 이미지를 생각한다. 둘째, ‘그리기’는

이미지, 영상, 그림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참고해 자신이 떠올린 주제 관련 그림을

스케치한다. 셋째, ‘살펴보기’는 시각적으로 표현해 낸 이미지에 대해 검토한다. 넷

째, ‘발견하기’는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나만의 관점과 생각을 발견하고 정리해낸

다. 마지막으로 ‘공유하기’는 발표, 대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이미지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

비주얼 씽킹을 학교통일교육과정 마무리 단계에 적용할 때는 “학교 평화·통일 감

수성 함양 방안” 등의 주제로 앞서 이루어진 토의 내용을 종합해 전체 집단 앞에서

이미지 형태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먼저 교수자는 비주얼 씽킹이 무엇

인지에 대해 PPT나 자료 등으로 안내한 뒤, 자신들의 의견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소집단별로 준비물을 배분한다. 종이를 활용할 때에는 커다란 전지, 다양한

색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진 포스트잇, 다양한 색상의 도화지, 테이프, 가위, 여러 색

상의 두꺼운 펜 등을 배부하고, 도화지나 색종이를 오려 한반도 지도, 백두산, 소나

무 등을 만들어 붙이거나, 컬러 펜으로 글과 그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만

128) 김해동. 교실 속 비주얼씽킹. (서울: 맘에 드림,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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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타블렛 PC나 노트북, 컴퓨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 환경이라면, 컴퓨터

내의 ‘그림판’을 활용해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거나, PPT 화면을 띄운 뒤 일러스트

레이션 내에 있는 SmartArt, 챠트, 사진, 그림, 도형, 기호, 글 등을 자유롭게 사용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단계별로 보면 교수자는 학교통일교육과정 참여자들에게 먼저 비주얼 씽킹에 대

한 안내 및 준비물 배부를 시행한다. 이후 소집단별로 이미지화를 위한 토의를 일

정한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한다. 이 토의에서는 소집단별로 자신들이 토의한 결론

을 이미지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단어나 문장 등을 선별해 정리하도록 한다. 주제

와 핵심 단어가 선별되면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해 역동적으로 표현해 나가도록

하되, 가급적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여 완성해나갈 수 있도록 촉진한다. 이미지가 완

성되면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그림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를

전체 집단 앞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3. 사회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습자들의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의 여론 형성층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및 북한실상,

남북통합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 관련 단체 종사자들의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위원반, 민주평통자문위원

반(지역협의회 임원 등), 통일단체반(임원 및 간부회원 등), 종교단체반(회원 및 간

부), 하나센터반(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등이 있다.

사회통일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중들은 공직자통일교육과정이나 학교통일교육과

정에 비해 그 특성이 더욱 다양하다. 이들은 여타 과정에 비해서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고 사전지식 또한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동시

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경험에 기초

해 일정한 정도로 자신의 통일·북한 관련 가치관과 태도, 신념이 형성되어 있는 경

우도 많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입견이나 주관적 편견 등이 존재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통일교육과정 참여자들은 통일단체반 중 청년 관련 단체 및 하나센터반

등을 제외한다면 여타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편이라는 점이 특징이

다. 또한 통일·북한 관련 단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통일·북한 이외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도 있다. 사회통일교육과정 참여자들이 지니고 있는 연령, 세대, 계층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참여·소통 방식의 학습활동에 익숙하지 않거나 때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도 있다. 때로는 자신과 다른 판단이나 신념을 보이는 상대방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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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

는 참여·소통 활동은 과도한 신체활동보다는 다소 긴 호흡을 취하는 접근이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과는 다른 타인의 주장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태

도, 신념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표 6>와 같다.

<표 6> 사회통일교육과정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단계별 참여·소통 기법

가. 도입 단계: 매체를 활용한 스팟(SPOT) 기법

사회통일교육과정의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편이고, 사전 지식이나

개인 신념이 일정한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과정

의 청중들은 ‘듣기’ 위주의 장시간의 일방향적 강의보다는 연수 과정에 동반되는 현

대주제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대상 사회통일교육과정

내용

단계   
활용기법 학습활동 비고

도입 

단계
스팟 기법

* 강의안내, 준비물 배부
* 소집단 구성: 친교, 분임장 선출   
* 시청각 스팟: 평화·통일교육 관련 자료 시청 (예) 시, 소설,

만화, 그림, 사진,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연극 등 
* 퀴즈 스팟: 시청한 시청각 자료 및 강좌 내용과 관련 깊은 

퀴즈 (예) 점블퀴즈, 자음퀴즈, OX퀴즈 등
* 대집단 발표: 소집단별 아이디어 공유, 피드백 

* 준비물:
컴퓨터,
PPT,

빔프로젝터,
스피커 등

진행 

단계 

비폭력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수업

* 주제 선택하기: 소집단 토의를 통해 관심 있는 주제 선택하기 
(예) “우리 주변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삶”, “통일을 바라보는 
다양한 생각 알아보기”

* 관찰하기: 해당 주제와 관련이 깊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 (예) 뉴스영상, 신문기사,
보고서, 논문 등 

* 표현하기: 자신이 기록한 관찰 결과에 대해 느낌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

* 욕구 돌아보기: 내면의 욕구, 가치관, 소망 등을 돌아보고 
기록하기

* 부탁하기: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기록, 정리하고 표현하기 
(예) ‘나-전달법’

* 준비물:
토론지,
메모지,
카드,
포스트잇,
컬러펜   

* 자료 탐색:
문헌자료,
영상자료,
인터넷 검색 

마무리 

단계 마인드맵

* 기법 안내 및 준비물 배부  
* 중심 용어 그리기: 소집단 토의 내용의 핵심 주제나 용어를 

종이 중심에 적거나 그리기
* 세부 용어 그리기: 중심으로부터 가지치기 형태로 

확대하면서 파생된 용어를 적거나 그리기 (반복)
* 대집단 발표: 소집단별 완성된 마인드맵 결과물을 발표, 평가,

공유, 확산

* 준비물: 전지,
도화지,
색종이,
포스트잇,
컬러펜,
화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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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견학 기회와 같은 체험적 방식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선호가 높은 편이다. 그러

나 사회통일교육과정의 특성상 연령으로 인한 장시간의 야외활동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며, 직접 체험 방식이 지니는 시공간적 한계 등의 환경적 조건을 감안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간접 체험 방식을 포함해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 있다.

브루너(J. S. Bruner)는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인 양식의 표상 형식을 사용한다면, 어떤 교과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지적

인 성격에 충실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29)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학습자들의 사회적 상상력을 확대할 수 있

는 방법으로서 매체활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130) 매체를 활용한 평화·통일교육

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이론적 학습 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의 접근을 병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의식과 심리적 구조

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다.131) 예를 들면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자

료들, 즉 시, 소설, 만화, 그림, 사진,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연극 등을 통해 간접

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132) 매체활용법을 통한 평

화·통일교육이 지니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그것이 간접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자신

이 속한 지역사회나 공동체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일정한 정도로 거리를 둔 채로 학

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133)

한편 사회통일교육과정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지루하지 않도록 적절한 영상이

나 그림, 퀴즈 등을 적시에 활용해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스팟 기법은 “짧은 시간 내에 교육 참가자나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적극

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일체감과 성취욕을 북돋우는 고도의 심리 연출

법”을 의미한다.134) 스팟의 의미는 ① 지점, 장소, 현장, 잠시 ②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되는 짧은 방송 ③ 현장에서 즉석으로 삽입한 광고 등의 문구, ④ (경기의) 보

조원 노릇을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135) 스팟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앞글자

를 따서 ① Short ② Paradigm Shift ③ Oper minded ④ Taste136) 등으로 제시되

기도 한다.

스팟은 부드러운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구성원들의 기분을 전환하고 긴장

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마음을 열게 함으로써 학습 집단에 대한 신뢰나 애착을 높

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교육 주제나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의

력과 집중력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강의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137) 강의 초기

에 스팟을 사용할 때에는 학습자의 마음을 열고 자신감을 부여하며, 해당 연수과정

129)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51.

130)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66.

131) 고병헌·임정아·김찬호·정지석·강정숙. 앞의 책, 2007. p. 62. 

132)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51.

133) 고병헌·임정아·김찬호·정지석·강정숙. 앞의 책, 2007. p. 62. 

134) 이영민. 스팟 101. (서울: 김영사. 2017). p. 30. 

135) 이영민. 위의 책. 2017. p. 33. 

136) 이영민. 위의 책. 2017. p. 37. 

137) 이영민. 위의 책. 2017. pp. 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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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의 필요를 채우고 일상적 삶에서도 유용성이 있을 것임을 부각하면서 기

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강의 진행 도중에 사용하는 스팟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지하고 관심을 집중하는 효과가 중요하며, 단순 흥미 위주의 자료보다는

교육 주제나 내용에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무리 단

계에서 스팟을 사용할 때는 강의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하고, 학습자의 일상적

참여나 결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138)

사회통일교육과정의 참여자들은 자발성 여부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경우들이 있

으므로, 이에 기초한 적절한 스팟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포로형’ 학습자들은

자신의 뜻과 달리 마지못해 혹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참석했기 때문에 강의내용 뿐

아니라 강의 주변의 환경에 대해 민감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게 되기 쉽다. 다음으로

‘휴가자형’ 학습자들은 교육을 핑계로 휴식을 취하려는 심리가 높으며, 일부 강의에

대해 회피하거나 때로는 타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반면 ‘친교자형’ 학

습자들은 타인들과의 교제를 우선시하는 참석자들로서, 때로는 학습 내용에는 흥미

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형’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

한 흥미와 기꺼이 참여할 자세를 보유하고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강의에 임

하며 강사에게 협력하는 학습자 유형이다.139)

사회통일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스팟을 실시할 때에는 학습자의 성향 뿐 아니라 학

습자의 성별이나 연령을 비롯해 다양한 대상 특성을 감안해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

과 소재, 제재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성별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많

은 연구들에서 여성은 감성적이거나 경험 위주의 사례를 선호하고, 남성은 이성적

이거나 통계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외에도 학력, 감정,

직업, 환경 등도 학습 태도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0)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사회통일교육과정 대상자들은 성인 학습자가 지니는 대상

특성을 참고하여 스팟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 학습자는 청소년 학습자와

달리 대체로 자아 개념과 자존심이 이미 조직화되어 있으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학

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 성인들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자기 나름의 신

념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학습 욕구를 표현하고,

이에 부합할 경우 스스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성인

학습자들은 사회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그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활동과 연계되는 실용적 교육을 추구하기도 한다. 한편

으로 성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인생이나 경험과 긴밀하게 관련을 보이는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친교, 봉사, 교양 등의 활동에도 대체로 높은

관심이 있다.141)

한편 사회통일교육과정에는 노년기 학습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년기 학습

138) 이광재. 명강사 명강의를 위한 신나는 강의 기법 SPOT. (서울: 해피 & 북스, 2016). pp. 67-70. 

139) 이영민. 앞의 책. 2017. pp. 31-32. 

140) 이광재. 위의 책. 2016. pp. 64-66. 

141) 이광재. 위의 책. 2016. pp. 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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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니는 특징을 반영한 스팟 선정 또한 필요하다. 노년기 학습자의 일반적 특

징들로는 체력 약화,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자존감 약화, 무력감, 소외감 등이 제

시되고, 반응 특징들로는 심리·생리적 기능 저하, 시각과 청각 기능 약화, 기억력과

운동 기능 약화 등이 언급된다. 그러나 노년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해, 지식, 어휘 등 언어 검사 결과에서는 다른 학습자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년기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활동은 학습자 스스로의 자신감을 증진하고 보람 있는 여가

생활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의 내용 역시 노년기 학습자에게는 반복의 효과, 난이도의 단계적 증진, 신체활동

보다는 언어 능력 위주의 참여·소통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142)

나. 진행 단계：비폭력 대화(NVC, Nonviolent Communication)를 통한 갈등

해결 수업

사회통일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도입 단계에서 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스팟을 활용

해 관심과 흥미를 증진한 뒤, 진행 단계에서는 대상 특성을 반영해 ‘비폭력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수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화교육의 기본 관

점은 평화가 보장된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 지향으로 삼으면서, 평화가

가능한 조건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평화교육의 가정 중 하나는

폭력과 같은 해결 양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게 된다면 개

인들은 폭력적인 방식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폐기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143)

따라서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의 여러 측면

을 인식하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적인 해결양식과

대안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리스(I. M. Harris)는 처벌 중심의 전통적인 훈육 시스템 대신 ‘갈등해결 교육’

을 제시하면서 융통성이나 탄력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봤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갈

등해결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학습자들

은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덜 공격적이고 더욱 친사회적인 특성을 보였다.

또한 갈등 해결 교육은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고, 사회성과 감정적 능력

을 발달시킴으로써 폭력이나 일탈, 부적응을 감소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44)

평화교육론자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갈등관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더라

도, 갈등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면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

다고 믿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갈등 상황의 분석, 의사소통의 중요성, 분노 조절의

방법, 자아 존중의 감정 제고, 타인에 대한 인정과 관용의 가치, 내면의 편견과 적

142) 이광재. 위의 책. 2016. pp. 61-66. 

143) 추병완. 앞의 책, 2007. p. 87. 

144) Harris. I. “Challenges for peace educator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Social 
alternatives. 21(1). 2002. pp.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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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 해소, 협동을 통한 갈등 해결, 중재와 협상 기술, 모의 대화나 토론 과정을 통

한 논쟁과 경청 등을 학습하면서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

다.145)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갈등 해결 교육은 지식 전달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의 ‘다름’에 대한 이해, ‘차이’를 인정하는 감수성과 관용의 마

음, 서로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상호 공존을 위한 자세를 함양하는 가

운데 가능한 것이다.146)

대표적인 갈등해결 모델들을 들면, 갈등나무 그리기147), 갈등의 폭풍우 속에서 중

심 세우기148), 비폭력 평화를 위한 원형수업149), 조정 모델150), 피해자-가해자 대화

모임과 회복적 정의 운동151), 비폭력 대화152), 비폭력 의사소통 모델153) 등 다양하

다. 이 중 본 절에서는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해 ‘비폭력 대화’와 ‘비폭력 의사

소통 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비폭력 대화’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정확히

바라보고 자신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대화 방법이다.154) 비폭력 대화의 기본적인 요

소는 첫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하되, 나의 선호

나 판단, 평가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관찰한 뒤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

는 것이다. 둘째, 관찰한 바에 대해 자신이 가진 느낌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

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표현했던 느낌과 관련되는 자기 내면의 욕구, 가치관, 소

망이 자신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한다. 넷째,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이 타인에게 바라는 것을 표현하거나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155)하

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비폭력 의사소통 모델’은 로젠버그(M. Rosenberg)의 ‘비폭력 대화’와 고든(T.

Gordon)의 ‘교사 역할 훈련’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비폭력 의사소통 모델은 ‘느

낌’과 같은 정서적 지성을 활용해 비폭력적인 의사소통을 실시함으로써 타인과 협

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비폭력 의사소통 모델은 ‘적극적 듣기’와 ‘나-전달법

(I-message)’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타인을 해석, 평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진실한 느낌과 감정,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다. ‘나-전달법’의 핵심 요소는 ‘문제

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145) 정용민. “평화교육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용민. 

“평화교육적 접근의 통일교육.” 서울초중등통일교육연구회. 2001년 겨울 자율연수 자료집. 2002 참조.

146)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p. 159-161.

147) 구호진. “평화교육을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33-35; 최창욱·김정주·조영희.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p. 62 참조.

148) 정지웅. “시민사회에서의 평화교육에 대한 현실과 이해.” 동아시아 평화와 통일 교육의 만남. 2012년도 

한국통일교육학회·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2. pp. 190-191.

149) 박성용. “현재 한국에서 평화 교육 진영의 새 흐름과 방향.” 비폭력 e-저널. 제1호. 2012. 10. 15. p. 7. 

150)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p. 160-162.

151) 정지웅. 앞의 글, 2012. pp. 186-187.

152) Rosenberg. M.. 캐서린 한 역. 비폭력 대화. (서울: 바오출판사. 2004). p. 19.

153) 박성용. 비폭력 e-저널. 제1호. 2012. 10. 15. p. 4. 

154) Rosenberg. M.. 캐서린 한 역. 앞의 책. 2004. pp. 19; 22-23.

155) 추병완. 앞의 책, 2007.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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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자신이 갖게 되는 느낌’을 정리하는 것이다.156)

사회통일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진행 단계에서는 소집단별로 비폭력 대화를

실시하고 비폭력적 문제 해결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폭력 대화

에서는 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통일교육과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구성원들이 하나의 시민단체나 유

사 직종 등으로 구성되어 유사성이 높을 경우, 대상 특성과 관련이 깊은 주제를 교

수자가 미리 선정한 뒤 관련 자료나 영상 등을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다

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다양한 주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임장의 주도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가 관련 자료 및 영상을 효율적으로 준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교수자가 3~4가지 정도의 주제를 제시한 뒤 그 중에

서 소집단별로 고르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

진행 절차를 정리하면 교수자는 우선 5~8명의 소집단을 구성한 뒤, 분임장과 서기

를 선출하고 분임 간 친교와 슬로건, 팀명 만들기 등을 실시한다. 이후 교수자가 주

제를 안내하거나 혹은 분임장이 주도하여 각 소집단별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삶” 혹은 “통일을 바라보는 다양한 생각

알아보기” 등의 주제가 선정됐다면, 교수자는 미리 해당 주제와 관련이 깊은 영상

을 준비해 시청하도록 하거나, 신문기사, 보고서, 논문 등이 요약된 자료를 미리 배

부 혹은 게시한다.

영상 시청 또는 자료 탐색이 끝나면, 교수자는 분임장 주도로 각 구성원들이 해당

영상이나 자료에 드러난 상황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수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판단, 평가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도록 학습자

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후 소집단별로 자신이 관찰한 바에 대해 자신이 가진 느

낌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표현했

던 느낌과 관련되는 자기 내면의 욕구, 가치관, 소망 등을 돌아보고 기록해 보도록

시간을 할애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이 더욱 고양되기 위해서 자신이 희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것을 타인들 앞에서 표현하도록 한다. 교수자는 모든

구성원들이 타인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하도록 안내하며, 각 구성원들이

타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신의 진실한 느낌과 감정, 경험을 전달하는 ‘나-전달법’

을 실시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해 갈등 해결 교육을 활용할 때에는 다

양한 유의점들이 있다. 우선 갈등 해결은 강제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학습자들

의 자발적인 참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 상

황에 대해 학습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천과 참여만이 강조되거나, 성급한 방식으로 조정이나

156) 구호진. “평화교육을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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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학습자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에는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157)

다. 마무리 단계: 마인드맵(mindmap)

사회통일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의 마무리는 현실의 삶에서 발

견되는 우리 주변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상력과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마인드맵을 활용할 것이다.158) 마인드맵은 1970년대에 영국의 심리학자

부잔(T. Buzan)이 개발한 두뇌 개발 학습법이다. 마인드맵은 읽고, 생각하며, 분석

하고, 기억하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그린다는 의미에서 ‘생각의 지도’라는 이름

이 붙었다. 마인드맵은 학습자가 떠올리는 중심 이미지를 종이에 제시한 뒤, 이후

떠오르는 소주제들을 방사형으로 가지를 치듯이 연결해 나가면서 다양한 차원의 생

각들을 순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이다.159)

마인드맵은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중심된 생각이나 개념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마인드맵은 학습

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이해력을 높이고 창의력과 사고

력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인드맵은 아무리 많은 분

량의 정보라도 핵심 단어와 이미지를 사용하여 한 장의 종이에 가시화할 수 있다.

또한 마인드맵은 자신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독립된 정보들 간의

관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160) 나아가 마인드맵은 이

미지, 핵심 단어, 기호, 상징, 색상 등을 활용함으로써 좌뇌와 우뇌를 유기적으로 연

결하고 통합한다.161)

마인드맵을 실시하는 방법은 우선 주어진 용지의 가운데에 중심 개념이나 주제를

적거나 그린다. 그 다음으로는 처음에 적은 중심 개념보다는 낮은 개념이지만 나름

대로 중심이 되는 개념이나 부제를 가치 치듯이 적거나 그린다. 이후 또 다시 작은

가지를 치면서 이를 반복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마인드맵에서 가지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직선이나 곡선 등도 다양하게 허용하되, 색상은 세 가지 정도로 제한

하는 경우도 많다. 각 가지들에는 글자, 그림, 상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되,

가지 하나에 하나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162)

사회통일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앞서 진

행 단계에서 실시한 ‘비폭력 대화’의 결과물을 마인드맵 형태로 표현하도록 안내한

다. 마인드맵 결과물은 소집단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문성이 높은 구성원

157)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46.

158) 홍순정·최석란·신은수. 평화를 사랑하는 어린이: 평화적 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1999). p. 

15.

159) 정인철. “마인드맵, 컨셉트맵 그리고 브이맵과 수학학습.”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9(2). 2006. p. 388. 

160) 박수홍·정주영. 앞의 책. 2017(2014). p. 250.

161) Deporter, B. Reardon, M. Singer-Nourie, S. 김창환 역. 퀀텀 교수법. (서울: 멘토르. 2012). p. 235.

162) 박수홍·정주영. 앞의 책. 2017(2014). pp.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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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실시할 수도 있다. 교수자는 소집단별로 큰 종이 혹은 화

이트보드를 제시하고, 컬러 펜을 배부한다. 교수자는 큰 종이의 중앙에 소집단별로

발견해낸 ‘비폭력 대화’ 관련 주제나 중심 용어를 적거나 그리도록 안내한다. 이후

이를 가지치기 형태로 확대하도록 안내하면서 격려하고 촉진한다. 결과물이 완성되

면 전체 집단 앞에서 발표한 뒤, 이를 평가하고 공유하며 확산해 나간다.

4. 특별교육과정

통일교육원 특별교육과정의 목표는 통일대비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통일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들의 남북관계 현황과 대

북정책 및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통일전문

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학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 핵심인

사의 통일교육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학통일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또한 목표

로 한다.

특별교육과정의 대상은 차세대 통일전문가반(통일·북한학 전공 대학(원)생), 대학

교수반(전국 대학 총장, 교무처장 등 교과과정 담당 보직교수), 특별반(통일 관련 유

관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이 있다. 특별교육과정은 공직자나 교원, 통일·북한 관

련 시민단체·종교단체 이외의 학습자들, 즉 대학(원)생, 보직교수, 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때로는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다양하다. 따라서 집합

교육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각 과정별로 연령대와 직업 등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구

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한 단위 내에서도 소속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있어

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상별로 보면 먼저 ‘차세대 통일전문가반’의 경우 통일·북한학 전공 대학(원)생들

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통일·북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사나 사전

지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령대 및 세대 특성상 여타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

기 때문에 기존의 민족·당위 중심의 통일논의를 넘어선 새로운 성찰과 통일 미래

비전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대학교수반’의 경우 각기 다양한

전공 분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 및 통일 관심의

정도는 개인차를 보일 수 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전공 분야의 다양성은 향후 통

일·북한 관련 연구의 지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은 소속 대학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 네트워크를 형

성함으로써 대학 내 통일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관련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반 참여자들은 소속기관 및 지역사

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지역 주민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 <표 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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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특별교육과정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단계별 참여·소통 기법

가. 도입 단계: 로터스(lotus) 발상법

특별교육과정은 다양한 관심사, 소속집단, 지역사회 등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지식 등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대주제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대상 특별교육과정

내용

단계   
활용기법 학습활동 비고

도입 

단계

로터스 
발상법

* 강의안내, 준비물 배부
* 소집단 구성: 친교, 분임장 선출   
* 주제 선정하기: 소집단별로 주제를 설정하고 핵심 용어 

선정하기 (예) 평화, 통일, 교류, 협력, 번영 등
* 핵심 용어 기록하기: 소집단별로 전지나 화이트보드의 

중앙에 중심 주제 기록하기
* 하위 용어 기록하기: 중심 주변에 선을 그어 바둑판처럼 

만들거나, 선 없이 중심 주변에 하위 주제어 채우기
* 평가하기: 주제어들이 채워져서 완성되면 평가하고 

선별하기 
* 대집단 발표: 소집단별 아이디어 공유, 피드백 

* 준비물: 전지,
포스트잇,
화이트보드,
컬러 펜

진행 

단계 

주제 중심 
프로젝트 
협동 학습

* 준비활동: 주제 중심 프로젝트 방식의 협동 학습 소개,
강좌의 취지 설명

* 탐구 주제 설정: 소집단별로 흥미와 관심사에 부합하는 
탐구 주제를 설정 (예) ‘평화의 눈으로 바라본 북한의 
주민생활’

* 예비 계획 수립: 프로젝트 탐구를 위한 계획 수립,
탐구방법 결정, 협동학습을 위한 역할 배분

* 탐구 실시: 담당 분야와 역할에 따라 조사, 탐구, 인터넷 
자료 탐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수행

* 결과 도출 및 정리: 소집단 토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정리 (예) 언어, 문자, 그림 등 활용

* 대집단 발표: 소집단별 아이디어 공유, 피드백 

* 준비물:
토론지,
분임활동지,
메모지, 카드,
포스트잇,
컬러펜  

* 자료 탐색:
문헌자료,
영상자료,
인터넷 검색 

마무리 

단계

유추, 은유,
갤러리 워크

기법

* 기법 안내 및 준비물 배부   
* 주제 설정하기: 개인 또는 분임별로 ‘평화·통일’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거나 분임별로 설정하기
* 창작하기: 일정한 시간 동안 개인 또는 분임별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담아 창작하기 (예) 시, 슬로건, 카피 
또는 패러디 문장 등

* 결과 정리하기: 분임별 토의를 통해 공유하고 정리해 우수 
문구를 선정하기 (예) 1:1 피라미드식 토의 등

* 표현하기: 전지에 선정된 우수 문구를 표현하고 게시하기
* 순회 투표: 순회 방식으로 게시물을 살펴보고 공감 스티커 

투표하기 
* 결과 발표하기: 공감 스티커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보상하기  

* 준비물: 전지,
포스트잇,
화이트보드,
컬러펜,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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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입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흥미를 증진

할 수 있는 방식의 참여·소통 기법이 필요하다. 특별교육과정의 도입 단계에서 활용

할 로터스 발상법은 ‘연꽃 개화법’이라고도 불리는 아이디어 발상 기법이다. 로터스

발상법은 마치 연꽃(lotus)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며 꽃이 피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기법이다.163)

로터스 발상법은 일반적으로 큰 종이나 화이트보드의 중앙에 핵심 주제나 아이디

어를 기록하면서 시작한다. 이후 구성원들이 중앙 주변에 중심 주제와 관련되는 세

부 주제를 기록하고, 또다시 그 주변에 하위 주제들을 주변에 기록해 나가는 방식

으로 진행한다. 로터스 발상법을 변형해서 빈 종이가 아니라 바둑판이나 십자말풀

이 퍼즐처럼 칸을 마련해둔 뒤 빈 칸에 기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빈 종

이를 여러 개의 선으로 나누어 바둑판과 같이 여러 개의 사각형을 만들고, 중앙 부

분의 사각형에 중심 주제어를 놓은 뒤, 빈 칸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주제어들을 기록하고 확장하는 방법은 글씨나 그림을 활용해 직접 기입할 수

도 있고, 필요 시 카드나 포스트잇에 기록한 뒤 이를 주제어 주변에 부착하는 방법

도 가능하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연꽃의 모양이 완성되면, 이를 전체적으

로 돌아보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평가하고 선별한다. 이후 전체 집단 앞에서 소

집단별 아이디어들을 게시하고 발표하며 공유한다.

로터스 발상법은 중심 주제어에서 하위 주제어로 이어지는 사고의 전개 과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주제에서 파생되

는 다양한 문제점들이나 내용의 진행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로

터스 발상법이 지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원 또는 사각형의 빈 칸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부담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

인드맵과 같이 자세한 기록이나 논리적 체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으로 인해, 참

여·소통 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참여가 가능하다.164)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주제로 특별교육과정의 도입 단계에 로터스 발상법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다. 교수자는 5~8명 정도의 소집단을 구성하고 분임장을 선정

한다. 이후 소집단별로 큰 종이나 화이트보드, 포스트잇, 컬러 펜 등을 배부하고, 로

터스 발상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이후 교수자는 핵심 주제, 예를 들면 ‘평화’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고, 혹은 ‘평화, 통일, 교류, 협력, 번영’ 등과 같은 여러

개의 주제들을 나열한 뒤 각 소집단별로 분임장이 주도해서 선호하는 핵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핵심 주제가 선정되면 그것을 각 소집단별로 큰 종이

나 화이트보드의 중앙에 기록한다. 이후 중심에 놓인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어 바둑판처럼 만들게 하고, 중심에 가까운 빈 칸부터 하위

주제어들을 채워나가도록 안내한다. 주제어들이 다 채워져서 전체의 모양이 완성되

면 분임장의 주도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평가하고 선별하도록 한다. 이후 다른 집

163) 박수홍·정주영. 위의 책. 2017(2014). pp. 238-240. 

164) 박수홍·정주영. 위의 책. 2017(2014). p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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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구성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유한다.

나. 진행 단계: 주제 중심 프로젝트(project) 방식의 협동 학습(Cooperative

Learning)

특별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진행 단계에서는 각 학습자들이 연수 과정을 통해

일정한 정도의 성취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호 소통과 네트워크를 증진하는 기회

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동 학습’은 개개인의 학습 부담감을 감소시키면

서도 그 과정에서 참여와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또한 이러한

참여·소통 과정에서 평화·통일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 감

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주제로 프로젝트 방식의 협동

학습을 실시할 것이다.

협동 학습은 학습 능력이 다른 다양한 다수의 학생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을 통

해 동일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방식으로 함께 수업에 임하도록 하

는 방법이다. 협동 학습은 집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개인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조한다. 이러한 협동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개개인

의 학업 성취와 더불어 다른 학습자들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돕게 된다. 따라서 협

동 학습은 소집단 내의 어느 한 학생의 성공적인 성취가 다른 학생들의 성공적인

성취를 돕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과 집단의 성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동 학습은 소집단 내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입장들을 통해 서로의 견해들을

파악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며, 상호 이해와 상호 의존을 높이게 된다.165)

즉 협동 학습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

으면서도 동시에 개별화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할 수 있다.166)

존슨(D. Johnson) 형제가 정리한 협동 학습의 기본 요소 5가지는 긍정적 상호 의

존성, 개별적·집단적 책임, 촉진적 상호작용, 개인·집단 기능 학습, 집단 분석 등이

다. 첫째, 집단 목표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과 집단 구성원 모

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

다. 둘째, 협동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개별 책임과 집단 책임을 모두 강조해야

하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들을 찾

아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개별적·집단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소집단 구성원을 상

호 의존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면서 자신과 타인, 집단의 성취를 위해 서로 협력하

게 한다.167) 셋째, 협동 학습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며 격려함으로써 상호 의

존과 헌신을 촉진하는 ‘촉진적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넷째, 협동 학습은 의사소통,

신뢰 형성, 의사 결정, 효율적 리더십, 갈등 관리의 방법과 동기화 등 개인 간 기능

과 소집단 기능이 모두 요구된다. 다섯째, 집단 구성원들 스스로 학습 성취와 효과

165)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57.

166) 정창우 외. 앞의 책. 2007. p. 174-175.

167) 추병완. 앞의 책, 2007.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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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습 관계 유지 등에 대해 토론하고 ‘집단 분석’을 실행해야 한다.168)

협동 학습은 평화 교육이 추구하는 반편견, 관용, 배려의 정신을 증진하는 데 있

어서도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협동 학습은 학습자들의 인종

적·문화적 편견 감소와 동료 간 우정을 증진하고 상호 배려의 미덕을 갖추도록 하

는 데 효과적이었다.169) 예를 들면 이질적 인종으로 구성된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빈번하게 제공했을 때, 이러한 협동 학습을 통해 인종적 편견이 감소하고 학업 성

적이 향상되었다.170)

올포트(G. W. Allport)의 ‘접촉 가설’에 따르면 적대적인 집단 구성원 간 상호작용

은 서로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감소시키며, 이 과정에서 집단 간 접촉의 효율성

은 환경적 지원, 집단 간 동등한 지위, 밀접한 접촉, 협동 등에 영향을 받는다.171)

맆맨(M. Lipman) 역시 학교 폭력의 감소와 평화 증진의 수단으로써 ‘탐구공동체’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탐구공동체에서는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주장

하며 반박해 나가게 되며,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폭력의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발견해 나간다는 것이다.172)

이 같은 협동 학습은 ‘평화’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

이며, 구성원 간 긍정적인 상호 의존을 증진할 수 있다.173)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

습’은 학습자들이 주도가 되어 하나의 주제나 테마, 쟁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연

구한 뒤 그 결과를 표현하는 학습 방법이다.174) 그로프(L. Groff)175)는 학습자들이

‘평화’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평화교육과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연결한 바 있다. 리어든(M. Reardon) 역시 학습자들이 군사주의적

이거나 성차별주의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프로젝트 방법이 중요하다고 봤다.176)

서강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생성되고 선정되며 운영되는 학습 방법이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들이 수행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학습은 수행

의 결과를 교사, 동료, 청중들과 공유하며,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에 의한 평가와 피

드백을 통해 내용 이해와 기능 발달, 태도 변화를 제공할 수 있다.177) 프로젝트 학

168) Johnson, D.. 추병완 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협동 학습. (서울: 백의. 2001). pp. 25-28.

169)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2004). p. 489.  

170) Aronson. E. & D. Bridgeman. “Jigsaw groups and the segregated classroom: In pursuit of common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 1979. pp. 438-466.

171) Tal-Or. N., D. Boninger & F. Gleicher.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and processes necessary for 

intergroup contact to reduce prejudice”, In G. Salomon & B. Nevo (Eds.). Peace education. Mahwha.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2002. p. 90.

172) 매튜 맆맨. 박진환·김혜숙 옮김, 고차적 사고력 교육 (서울 : 인간사랑, 2005), pp.167-170. 

173)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51.

174) 추병완. 열린 도덕과교육론. (서울: 하우. 2000). p. 241.

175) Groff. L.. “A holistic view of peace education.” Social Alternatives 21. vol. 3. 2002. Op. Cit., p. 

10.

176) 추병완. 앞의 책, 2007.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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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일반적인 단계로는 예비 계획 단계를 거쳐 시작 단계, 전개 단계,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178)

홍후조에 따르면 프로젝트 학습은 개별 교과 지식 위주의 학습을 벗어나 조사, 실

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프로

젝트 학습은 지역사회의 쟁점과 자원을 활용하며, 학습자들의 조사와 활동 수행, 학

습자들이 획득해 낸 결과물에 중심을 둔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학습자들이 더 창조적이고, 인지적으로 더 풍성하며, 심미적으로 더 만족스

러운 결과물을 개발하게 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 결과를 언어, 숫자, 그

림, 소리, 신체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한다.179)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특별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주제로

프로젝트 방식의 협동 학습을 실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교수자는 우선 5~8명의 소

집단을 구성한 뒤 분임장과 서기 등을 선출하도록 한다. 이후 교수자는 주제 중심

프로젝트 방식의 협동 학습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실시하고 “평화의 눈으로 본 통

일” 강좌의 취지를 설명한다. 교수자는 각 소집단별로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부합하는 탐구 주제를 설정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평화의 눈으로 바라본 북한

의 주민생활’이라는 주제가 설정됐다면, 분임장의 주도 하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각자가 담당할 분야와 역할에

따라 조사, 탐구, 인터넷 자료 탐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

한다. 일정 시간 후 탐구 활동이 축적되면, 소집단별로 서로 토의하면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나간다. 정리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을 언

어, 문자, 그림 등 다양한 창조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 이를 전체 집단 앞에서 발표

한다. 협동 학습에서 교수자가 유의할 점은 협동 학습을 선호하지 않는 학습자, 모

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려는 학습자, 무임승차 학습자, 협동 학습을 방해하는 학습

자들180)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관찰하고 설득하면서 협동 학습에로 이끌어 나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 마무리 단계: 유추(analogy)와 은유(metaphor) 기법 & 갤러리 워크(Gallery

work)

특별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집단 및 개인별로 평화·통일

에 대한 각자의 성찰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성찰한 내용

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구성해 냄으로써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내면화하고, 나아

가 각자의 성찰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177) 서강식. “도덕과에서의 프로젝트 학습.” 초등도덕교육. 23집. 2007. pp. 66-67.

178) 추병완, 앞의 책, 2000, p. 245.

179) 홍후조. “학습의 실제성 증진과 프로젝트 학습.” 교육과정연구. 20(1). 2002. p. 176.

180)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 앞의 책, 2007.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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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서적 방식의 참여·소통 기

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추, 은유, 갤러리 워크 등을 활용해

마무리하고자 한다.

‘유추’란 여러 가지 사실들 속에 담긴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특수한 사실과 비교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해 내는 것을 의미

한다.181) 유추의 과정은 기존의 지식 구조를 새로운 지식 구조에 대응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즉 겉보기에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유사한

경험이나 사례를 떠올리면서 현재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에 대해 이해

해 나가는 과정이 곧 유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182) 유추의 과정은 기존의 기억

으로부터 의미 있는 자원을 인출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인출된 자원의 타당성을 평

가하고, 이후 이를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기억 속에 저장해 나가는 것이다. 유

추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비교하면서 사실 간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게 한다. 그리

고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거나 조합하면서 새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어낼 수 있게 한다. 유추는 그 활용 대상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으며,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의미를 지닌다. 유추를 활용할 때에는

주제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하면서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평화 교육에서 유추를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은 평화, 인권, 비폭력, 관용 등으로,

추상적인 용어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183)

한편 마무리 단계에서 ‘은유’를 활용하면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동시에 증

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념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런 점에서 개념 체계는 곧 은유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는 셈이다. 은유는

구성원들의 두뇌를 활성화하여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하게 한다.184)

또한 은유는 정서적 측면을 자극하기 때문에 평화·통일 감수성을 비롯한 감정적 측

면을 자극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속담, 슬로건, 카피, 사자성어, 격언,

유머, 퀴즈, 게임, 삽화, 그림 등에 담긴 감동적 표현은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도 남

아 있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감동은 각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 워크를 활용해 성취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공유와 확산을 시도

해볼 수 있다. 갤러리 워크는 개인 또는 소집단별로 도출된 다양한 결과물들을 전

체 집단 앞에서 자유롭게 게시한 뒤, 전체 구성원들이 옮겨 다니면서 이를 감상하

고 그 지식이나 감동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185) 때로는 게시물들 중 자신에게 특

별히 공감이 되는 자료들에 스티커 등을 활용해 투표하는 멀티 보팅(multi-voting)

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마무리 활동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

181) 김수임. “유아의 유추추론 발달과 창의성과의 관계.” 아동교육. 15(2). 2006. p. 81.

182) 최경숙·김민화. “유추를 통한 지식 창출 과정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 5호, 2002. p. 83.

183) 추병완. 앞의 책, 2007. p. 87. 

184) Deporter, B. Reardon, M. Singer-Nourie, S. 김창환 역. 앞의 책. 2012. p. 138. 

185) 박수홍·정주영. 앞의 책. 2017(2014).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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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참여·소통 기법으로서,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된 ‘평화·통

일 감수성’을 전체 집단에 확산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이상의 기법들을 특별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마무리 단계에 적용해 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교수자는 5~8명의 소집단을 구성한 뒤, 분임장과 서기 등을 선출하도

록 한다. 교수자는 화이트보드, A4용지 혹은 분임 활동지, 큰 종이, 포스트잇, 컬러

펜, 작은 스티커 등을 배부하고, 유추, 은유, 갤러리 워크 등의 기법을 간략히 안내

한다. 이후 개인 또는 분임별로 ‘평화·통일’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제시하거나 혹은

분임이 선호하는 주제를 고르도록 안내한다. 주제가 결정되면, 일정한 시간 동안 개

인 또는 분임별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시, 슬로건, 카피 또는 패러디 문장 등으

로 창작하도록 한다. 창작이 끝나면 분임별 토의를 통해 공유하거나, 1:1의 ‘피라미

드식 토의’ 등을 통해 분임별 우수 문구를 선정하도록 안내한다. 선정이 끝나면 큰

종이에 선정된 문구를 표현하고, 이를 전체 집단 앞에서 게시한다. 게시가 완료되면

전체 집단은 방향을 정해서 순회 방식으로 게시물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감동을 주

거나 공감이 되는 게시물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안내한다. 순회가 끝나면 스티커가

많이 붙은 작품들을 다시 한 번 발표하고, 필요 시 적절한 보상 등을 제공하는 방

식으로 운영한다.

5.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의 목표는 학교, 사회, 공공부문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교

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은 일선

학교, 사회, 공공부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통일·북한 및 남

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양한 강의기법을 교육함으로써 통일교육

핵심전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강사반, 학교·사회통일교육 전문강사반, 이수자연찬반 등

으로 구성된다.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연령대의 차이는 있으나, 여타 과정

들에 비해 학습자들 간 공통성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높은 편이며, 개인차는 있을지언정 실제적인 통일·북한 관련 교육경험을 일

정한 정도로 지니고 있다. 또한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고 통일의

지가 높은 편이며,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일정한 정도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소통 프로그램

은 전문강사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

은 최근의 남북관계 현황 및 주요 이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한반도 통일 환경

등에 대한 심화된 지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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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의 자료로 현행화하고자 하는 필요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자신이 접하게 되

는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교수·학

습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전문강사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유 경험이나

우수 사례를 다른 강사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 더불어 지역별·

대상별·주제별로 다양하게 특화되어 있는 통일교육전문강사들 간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단계별 참여·소통 기법

대주제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대상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내용

단계   
활용기법 학습활동 비고

도입 

단계

브레인
라이팅 기법

* 강의안내, 준비물 배부
* 소집단 구성: 친교, 분임장 선출
* 얼음깨기: 분임명 또는 슬로건 설정(네임텐트)
* 핵심 개념 제시: (예) 평화, 통일, 분단, 교류
* 세부주제 설정: (예) ‘통일의지 제고 방안’,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방법’, ‘평화·통일 교수전략과 기법’ 등
* 침묵 성찰: 개인별 성찰 및 아이디어 기록 
* 소집단 토의: 아이디어 정리 및 수렴, 우선순위 결정 및 

아이디어 채택 (예) ‘유·초·중·고 세대별 평화·통일의지 
제고 방안’, ‘대학생 통일인식 제고 방안’, ‘지역사회별 
통일의식 증진 방안’ 등

* 대집단 발표: 소집단별 아이디어 공유, 피드백 

* 준비물:
A4용지,
도화지,
메모지, 카드,
포스트잇,
컬러펜

진행 

단계 

러닝코치를 
활용한 문제 
기반 학습

* 준비활동: 러닝코치를 활용한 문제 기반 학습 소개, 강좌의 
취지 설명

* 분석 단계: 학습자 특성, 흥미 및 수업 환경 분석하기
* 설계 단계: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또는 통일의지 제고를 

위해 학습활동 설계하기
* 개발 단계: 자신만의 평화·통일교육 방안과 전략 개발하기
* 실행 단계: 개발된 방안과 전략이 실행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상황 모의 시연하기
* 평가 및 수정 단계: 모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수정 

보완하기 

* 준비물:
토론지,
분임활동지,
메모지, 카드,
포스트잇,
컬러펜  

* 자료 탐색:
문헌자료,
영상자료,
인터넷 검색 

마무리 

단계 하브루타 

* 기법 안내 및 준비물 배부   
*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 관련 교수자료 심화 학습,

예상 문제 제작, 짝 토론을 통한 문제 수정, 좋은 문제 
선정, 모둠별 토론을 통한 문제 수정, 모둠별 좋은 문제 
선정, 문제 출제 의도 정리 및 발표 

*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 교수자로 배분하기, 배분된 
교수자료 심화 학습, 한 사람이 먼저 가르치기, 배우는 
사람이 질문하기, 입장 바꾸어 반복하기,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 정리 및 질문하기

* 대집단 발표: 소집단별 아이디어 공유, 피드백  

* 준비물:
A4용지,
포스트잇,
화이트보드,
컬러펜,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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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 단계: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은 통일교육에 대한 일정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지식 및 교수법, 강의활동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입 단계에서는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해 아이디어 생성 및 성찰의 기

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브레인라이팅은 브레인스토밍(brain-stoming)의 변형된 기법

으로 브레인스토밍의 원리와 규칙을 적용하여 아이디어를 산출하되, ‘침묵’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브레인라이팅 기법은 각 개인이 침묵 속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아

이디어를 종이에 기록하고, 이후 구성원 간에 서로 돌려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해 나가는 아이디어 생성 기법이다. 브레인라이팅 기법은 다양한 장점을 지니

는데, 우선 침묵 과정을 두기 때문에 타인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아이디어 산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배적인 개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고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록한 아이디어를 서로 돌려 본 후 아이디어를 추가

하게 함으로써 모든 참가자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산

출된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적으로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갖는

다.186)

브레인라이팅의 일반적 절차는 문제 확인, 집단 구성, 규칙 확인, 문제 제시, 자신

의 아이디어 기록 및 제출, 아이디어 추가 기록 및 제출, 아이디어 평가 및 선택 과

정을 거친다. 브레인라이팅에서는 브레인스토밍에서처럼 어떤 아이디어라도 비판하

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 금지의 원칙,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는 원칙, 아이디어는 질보다 양을 우선시한다는 원칙, 타인의 의견에 편승하는 식의

무임승차를 막고 아이디어의 결합과 조합을 통한 개선의 원칙을 동일하게 따른다.

여기에 추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산출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침묵

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187)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의 도입 단계에 이를 적용해 보자면, 교수자는 먼저 5~8명으

로 구성된 소집단별로 메모지나 포스트잇, 카드 등을 배부한다. 이후 주제인 ‘평화

의 눈으로 본 통일’에 대한 강좌를 소개하고, 강의에서 활용할 기법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실시한다. 그 후에는 자기소개와 같은 간략한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한 뒤 소

집단별로 분임장을 선정하도록 안내한다. 이후의 활동에서는 교수자가 토론 주제를

안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임장이 주도하여 소집단별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입 단계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제는 가급적 전문강사들이 현실

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주제가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범위한 주제로서

‘통일의지 제고 방안’,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방법’, ‘평화·통일 교수전략과 기법’ 등

186) 박수홍·정주영. 앞의 책. 2017(2014). p. 234. 

187) 박수홍·정주영. 앞의 책. 2017(2014).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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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할 수도 있고,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는 ‘유·초·중·고 학교현장의 특성’, ‘대학

생 통일인식 제고 방안’, ‘각 세대가 가지는 통일의식 현황’, ‘지역사회별 통일의식

증진’ 등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주제가 선정되면 분임장 주도로 이후 약 5분 정도 침묵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주

제와 관련해 떠오르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

수자는 한 장의 카드에는 한 가지의 아이디어만을 담도록 안내하며, 가급적 큰 글

씨로 키워드 중심의 서술을 하도록 권장한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1인당 3가지

이내의 아이디어로 제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이디어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다

익선의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기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면

각자의 아이디어를 큰 종이 혹은 화이트보드에 게시하고, 각자의 아이디어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수자는 각 분임 내에서 나온 유사한 아이디어들을

모아 재분류를 하여 주제를 압축해 나가면서 각 아이디어에 대한 격려와 피드백을

실시한다.

교수자는 미리 브레인라이팅의 원칙들을 안내하면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아이디

어를 기록할 것,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엉터리 같은

의견일지라도 격려함으로써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유분방

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수자는 무임 승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주제를 제시해 보도록 살피며,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을 경우 포스트

잇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들을 결합하거나 확대·축소해서 보다 다듬어진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안내한다.

나. 진행 단계: 러닝코치(Learning coach)를 활용한 문제 기반 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진행 단계에서는 강의 현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

적인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적절한 방법으로서 문제 기반 학습(PBL)

은 배로우즈(H. S. Barrows) 등에 의해 의과대학 교육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된 교수-학습 모형188)으로서, 예를 들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

가?”를 질문하면서 가상(fiction)의 환자를 설정해 병력을 소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

다. 문제 기반 학습 모형은 의과대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제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문 지식에

기반을 둔 추론 능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개발하고자 했다.189) 문제 기반

학습은 이후 ‘구성주의’ 및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그 활용이 여타 분야에

로 확대되어 갔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경험은 인식의 주체인 개인에 따라

188) 최정임·장경원. PBL로 수업하기 (서울: 학지사, 2010). pp. 15-17. 

189) 정희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수업을 위한 PBL 기반 교수-학습 모형 개발” 윤리연구 제106호 2016.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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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 부여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현실을

구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로 지식이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190)

오늘날 문제 기반 학습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자들에 따라 여러 정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레빈(B. Levin)에 따르면 문제 기반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세계의

이슈와 문제에 대해 지식과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의 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

는 교수 방법으로서 정의 내렸다.191) 토프와 사게(L. T. Torp & S. M. Sage)에 따

르면 문제 기반 학습은 복잡한 실제 세계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해결에 초점을 맞

추는 경험적 학습으로 정의했다.192) 우리나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경원은 문제

기반 학습이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조별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으로 정의했다.193) 다음으

로 조연순에 따르면 문제 기반 학습은 실제 세계의 비구조화된 ‘문제’로 시작하는

수업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 스스로가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교육적 접근으로 봤다.194) 또한 오만록에 따르면 문

제 기반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으로서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 위주로 구성

되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접근을 취한다. 문제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는 개별

적, 집단적 참여 방식을 취하면서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추구하며, 실제 상황에서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식과 기능 및 문제 해결 전략

을 개발한다.195)

다양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정리하는 바에 따르면 문제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주어진 실제 세계의 문제를 파악한 뒤, 다른 학습자들과의 협동 학습을 통해 지식

을 획득하고 활용하며, 자기 주도 및 협동적인 학습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문제 기반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증진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다.196) 이혜숙이 정리한 문제 기반 학습의 장점들을 요약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추리 능력 계발, 정보 재생과 지식 활용 촉진, 지식의 통합과

평생학습 촉진, 학습동기 강화, 현실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 자신감 부

여, 학습자 상호간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증진 등이 있다.197)

190) 강인애 외 공저, PBL의 실천적 이해. (서울: 문음사, 2007), pp. 16-26.

191) B. B, Levin, Energizing teac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with 
problem-based-learning.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2001), p. 27. 

192) L. T, Torp & S. M, Sage, Problems as prossibilities: Problem-Based Learning for K-16 
Education(2nd Ed.),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2002), 

p. 15. 

193) 장경원, “문제중심학습환경에서 예비교사들의 자기효능감 변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권 2호

2008. pp. 1-25. 

194) 조연순,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6), pp.16-18. 

195) 오만록. “구성주의에 근거한 문제중심학습(PBL)이 학업성취와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 48. 

196) 정희태. 앞의 글, 2016. p. 226.

197) 이혜숙. “PBL에 의한 바른생활과 수업 설계 및 평가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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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반 학습은 그 적용하는 대상 특성, 학습 목표,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초기의 맥마스터(McMaster) 의과대학에서의 문제 기반 학습

은 문제 제시, 문제 확인, 자료 수집, 문제 재확인과 해결안 도출, 문제 해결안 발

표, 학습 결과 정리와 평가로 총 6단계의 진행을 보인다.198) 세이버리와 더피(J. R.

Savery & T. M. Duffy)의 연구와 강인애 등의 연구에서는 학습 목표의 확인 및

설정, 문제 개발 및 제시, 학습 자료·정보 선정 및 제시, 그리고 평가 등 4단계의 전

개과정을 제시한다.199) 정희태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및 수정이라는 5단계

의 문제 기반 학습 모형을 정리했다. 첫째, 분석 단계인 문제 개발 준비과정에서는

학습자 특성, 흥미를 분석하고 수업 환경을 분석한다. 둘째, 설계 단계인 문제 및

학습활동 개발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도달할 학습 목표를 규명한다. 셋째, 개발 단계

는 평가 계획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개발하고, 수업 전개에서 필요한 전략

들을 구체화한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에 이어, 개별 학습을 위한 교수 자료를 개발한

다. 넷째, 실행단계는 교수 활동을 본격 실행하면서 교수자의 조력자 역할에 집중한

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수정 단계는 학습 목표 달성으로서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

정을 평가하며,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한다.200)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진행 단계에서는 강의 현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희태의 5단계

문제 기반 학습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단계인 문제 개발 준비과정에

서는 통일교육전문강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자신들이 교육을 진행했던, 혹은

향후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학습자 특성과 흥미를 분석하고 수업

환경을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설계 단계인 문제 및 학습활동 개발 과정에서는 학

습자가 도달할 학습 목표를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또는 통일의지 제고 등으로 구

체화해 설계하도록 한다. 셋째, 개발 단계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

안과 전략들을 개발하고 적절한 이미지, 사례, 기사 등의 자료를 탐색하고 개발한

다. 넷째, 실행단계에서는 이 같은 교수 활동이 본격 실행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을 모의 시연을 통해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수정 단계는 문제점을 수

정 및 보완한다.201)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러닝코치(learning coach)다. 러닝코치는 퍼

실리테이터에 비해 실행보다는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 러

닝코치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과제 정의를 돕고, 학습자들의 학습 계획 개발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러닝코치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를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개선과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러닝코치는 정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적절한 ‘질문’을 활용해 문

198) 최정임·장경원. 앞의 책, 2010. pp. 22-33 

199) Savery J. R. & T. M. Duffy. “Problem-Based Learning: A instructional model and its constructivist 

framework.” Educational Technology. 34-7. 1995. pp.1-16.

200) 정희태. 앞의 글, 2016. pp. 231-233.

201) 오인경·최정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 (서울: 학지사. 2005). p. 167; 조연순. 앞의 책, 2006. pp. 

8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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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적절한 학습의 기회

를 잘 포착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시간의

효율적 사용과 주제에 적합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소집단 내의 대인관계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러닝코치는 각 학습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나가면서 새로운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구성

원들의 리더십을 자라나게 할 수 있다. 또한 러닝코치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202)

다. 마무리 단계: 하브루타(Havruta)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대화, 질문, 토론, 논쟁하는 모든 방법을 포괄하는 방법이

다.203) 먼저 질문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사실 질문(what)’은 글을 잘 이해하기 위

한, 사실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다. 다음으로 ‘추리 질문(why)’은 글 속에 숨겨진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질문이다. ‘상상 질문(if)’은 글을 읽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질문이다. ‘종합 적용 질문(how can I do)’은 실생활에서 실천, 적용, 통합, 정

리하기 위한 질문이다.

하브루타는 도입, 내용, 심화, 적용, 종합 등의 단계에 따라서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첫째, ‘도입(동기) 하브루타’는 게임, 놀이, 이야기 등으로 뇌를 자극하는 워밍

업 단계로 사용되며, 끝말잇기, 스무고개, 낱말 논리 게임 등이 있다. 둘째, ‘내용(사

실) 하브루타’는 자료를 읽고 그 속의 사실적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으로, 정답

이 있는 질문들이 주로 활용된다. 셋째, ‘심화(상상) 하브루타’는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는 방식이다. 넷째, 적용

(실천) 하브루타는 학습한 내용을 직접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종합(메타) 하브루타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기 활동을 통해

종합과 정리를 한 뒤 사고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질문, 비교, 논쟁, 가르치기, 문제 만들기 등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하브

루타를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로 ‘질문 중심 하브루타 수업’의 절차는 ① 텍스트를

읽고 질문 만들기(사실 질문, 상상 질문, 종합 질문) ② 만들어 낸 질문 유형 별 구

분하기 ③ 만들어 낸 질문으로 두 명씩 짝지어 토론하기 ④ 짝과의 질문 중 최고의

질문 뽑기 ⑤ 최고의 질문으로 모둠 별 토론하기 ⑥ 최고의 질문 뽑기 ⑦ 뽑은 질

문을 활용해 토론하기 ⑧ 토론 내용 정리하기 ⑨ 모둠별로 발표하기 ⑩ 교사를 통

한 정리 등의 과정을 거친다.

둘째, ‘논쟁 중심 하브루타 수업’의 절차는 ① 논제 선정하기 ② 선정된 논제에 대

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정하기 ③ 각 입장에 따라 조사하기 ④ 각 입장에 따라

두 명씩 짝지어 논쟁하기 ⑤ 짝 논쟁을 통해 짝 사이의 입장 정하기 ⑥ 정해진 입

202) 정주영. “블렌디드 액션러닝(Blended Action Learning) 지원 시스템의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참조. 

203) 전성수, “질문이 있는 수업, 하브루타”, 서울교육 제56권 제3호 통권216호, 2014,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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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발표하고 모둠 별 토론하기 ⑦ 모둠 별 입장 정하기 ⑧ 입장을 정한 근거 정

리하기 ⑨ 모둠별 입장 및 근거 발표하기 ⑩ 교사를 통한 정리 등이다.

셋째, ‘비교 중심 하브루타 수업’의 절차는 ① 비교할 대상 선정하기 ② 선정된 비

교 대상에 대해 조사하기 ③ 질문 만들기 ④ 질문을 구분하여 질문 순서를 정하기

(내용, 심화, 적용, 메타 질문) ⑤ 두 명씩 짝지어 토론하기 ⑥ 짝 토론에서 좋은 질

문 고르기 ⑦ 고른 질문을 활용해 모둠별로 토론하기 ⑧ 활용된 질문 중 최고의 질

문을 골라 집중 토론하기 ⑨ 최고의 질문 및 토론 내용 발표하기 ⑩ 교사를 통한

정리 등이다.

넷째,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의 절차는 ① 텍스트 내용을 둘로 나누기 ②

각자 맡은 부분 학습해오기 ③ 한 사람이 먼저 가르치기 ④ 배우는 사람이 질문하

기 ⑤ 가르치기와 배우기의 입장 바꾸기 ⑥ 우는 사람이 질문하기 ⑦ 상호 토론 및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 정리하기 ⑧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 질문하기 ⑨ 교사를 통

한 정리하기 등의 단계를 거친다.

다섯째,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의 절차는 ① 텍스트 내용을 깊이 공부하기

② 문제 만들기 ③ 두 명씩 짝지어 토론하며 문제 다듬기 ④ 짝과 함께 좋은 문제

선정하기 ⑤ 모둠별로 토론하며 문제 다듬기 ⑥ 모둠별로 좋은 문제 선정하기 ⑦

선정한 문제의 출제 의도 정리하기 ⑧ 선정한 문제와 출제 의도 발표하기 ⑨ 교사

를 통한 정리 등의 단계다.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하브루타 방식을 활용

해 앞선 진행 단계에서 이루어진 교수전략과 교수자료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신

의 것으로 내면화하며 이를 확산,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소집단별로

질문, 논쟁, 비교, 가르치기, 문제 만들기 등 다양한 하브루타 방식 중 자신들이 선

호하는 하브루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뒤 이후 2명 단위로 세분화한 뒤 이를 실시

한다. 예를 들어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를 선택했다면, 자신이 개발한 평화·통일

교육 논리나 근거 등을 활용해 가르치고 배우며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를 선택했다면, 평화·통일교육 강의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질문 유형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다듬어 선택한 뒤 이를 정리하고 발표하도록 할

수도 있다.

Ⅴ. 결론

이 연구는 ‘평화교육’의 접근을 활용해 통일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는 가운데 ‘평화·

통일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체험·소통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는 ‘평화·통일 감수성’이란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지식과 정

보 등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해,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전인격적인 감정 반응”이라고

정의했다. 평화·통일 감수성은 분단의 폐해를 겪고 있는 남북한 주민 모두의 아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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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 대한 민감성이자,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폐해를 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

는 정서적 반응이며, 분단의 비평화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평화·통일을 향한 관심

과 의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은 “평화와 통일 문제에

관련된 학습자의 전인격적인 감정 반응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양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평화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평화·통일 감수성 함

양 교육의 목표를 지식·이해, 기능·역량, 태도·의지의 측면에서 각 3가지로 수립했

다. 첫째, 지식·이해 영역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목표는 ‘남북한 분단과 통

일 환경에 대한 이해’,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 ‘평화·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다. 둘째, 기능·역량 영역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목표는 ‘평화로

운 집단 상호작용과 참여 능력’, ‘평화로운 대화·토론·타협 능력’, ‘갈등의 평화적 해

결 능력’이다. 셋째, 태도·의지 영역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목표는 ‘공감·존

중·관용의 태도’,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 ‘평화로운 통일 공동체 형성 의

지’로 설정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내용요소를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활영역 확대의 원리에 기초해 4영역으로 구분해 구성했다. 첫째, ‘개인’ 영역에서

는 개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로서 인권, 자아 인식과 자기 존중, 자율성, 비판

적 사고력, 감정 관리,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 둘째 ‘사회공동체’

영역에서는 가족·이웃·학교·일터·지역사회 등에서 의사소통, 개방성, 공정, 존중, 관

용, 공감, 배려, 다양성 존중, 평화적 갈등 해결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 셋째, ‘국

가·민족공동체’ 영역에서는 평화 공존 능력, 차이의 인정, 남남 갈등 인식과 해결 능

력, 남북관계 인식, 민족공동체 의식, 북한 체제와 주민생활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성,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식, 통일비용

과 통일편익, 통일 비전 등이 주요 주제가 된다. 넷째, ‘세계·생태공동체’에서는 세계

적 차원에서의 정의, 평화, 번영, 문화 이해, 생명 존중과 생명 윤리,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생태윤리 등을 포함했다.

이상과 같은 탐색을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한 대상 특성별 참여·소통형 교수 기법과 프로

그램을 모색했다. 대상 구분은 2018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입각해 통일교육원 원

내 교육 중 장기과정을 제외한 ‘공직자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등 총 5개 과정 영역으로 구분했

다. 이어 현장 강의에서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단계’, ‘진행 단계’, ‘마무리

단계’의 총 3단계로 나누어 참여·소통 기법을 선정했다. 그리고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을 주제로 하여 5개 과정 영역별로 대상 특성에 기초해 3단계 교수법 총 15개

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체험·소통형 교수법과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상의 15

가지의 교수법을 개괄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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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단계별 참여·소통 기법 및 주요활동

◈ 대주제: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단계

대상   
도입 단계 진행 단계 마무리 단계

공직자통

일교육과

정

▶명목집단기법
* 핵심 개념 제시 
* 세부주제 설정 
* 침묵 성찰 
* 소집단 토의 
* 대집단 발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액션 

러닝 
* 문제 탐색하기 
* 문제 명료화하기 
* 가능한 해결책 제시하기 
* 우선순위 결정하기 
* 액션 플랜 작성하기 
* 현장 적용하기 
* 평가하기 

▶여섯 모자 기법
* 하얀 모자 (사회자)
* 파란 모자 (논리주의자)
* 초록 모자 (아이디어맨)
* 빨간 모자 (직관주의자)
* 노란 모자 (낙관주의자)
* 검은 모자 (평가자)

학교통일

교육과정

▶브레인스토밍 기법 

* 얼음깨기 
* 아이디어 발산
* 아이디어 정리 및 

수렴
* 우선순위 결정 및 

채택 
* 대집단 발표 및 공유

▶토의 기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학습
* 문제 탐색 
*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 
* 자료 탐색 
* 문제 해결 방안 토의 
* 결과 예측하기 
* 해결방안 도출 
* 대집단 발표, 공유

▶비주얼 씽킹 
* 질문하기 
* 그리기 
* 살펴보기 
* 발견하기 
* 공유하기 

사회통일

교육과정

▶스팟 기법 
* 시청각 스팟 
* 퀴즈 스팟 
* 발표, 공유, 피드백

▶비폭력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수업
* 주제 선택하기 
* 관찰하기 
* 표현하기 
* 부탁하기  

▶마인드맵 
* 중심 용어 그리기 
* 세부 용어 가지치기 
(반복)

* 발표, 평가, 공유, 확산

특별교육

과정

▶로터스 발상법 
* 주제 선정하기 
* 핵심 용어 기록하기 
* 하위 용어 기록하기 
* 평가하기 
* 발표, 공유, 피드백 

▶주제 중심 프로젝트 협동 학습
* 준비활동 
* 탐구 주제 설정 
* 예비 계획 수립 
* 탐구 실시 
* 결과 도출 및 정리 
* 발표, 공유, 피드백 

▶유추, 은유 
* 주제 설정하기 
* 창작하기 
* 결과 정리하기 
* 표현하기 
* 순회 투표 
* 결과 발표하기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 

▶브레인라이팅 기법 
* 얼음깨기  
* 핵심 개념 제시 
* 세부주제 설정 
* 침묵 성찰 
* 아이디어 정리 및 

수렴
* 우선순위 결정 및 

채택 
* 대집단 발표 및 공유

▶러닝코치를 활용한 문제 기반 

학습
* 준비활동 
* 분석 단계 
* 설계 단계 
* 개발 단계 
* 실행 단계 
* 평가 및 수정 단계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 교수자로 배분하기
* 배분된 교수자료 심화 

학습
* 한 사람이 먼저 가르치기
* 배우는 사람이 질문하기
* 입장 바꾸어 반복하기
*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 

정리 및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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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직자통일교육과정 대상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은 도입 단계에서

‘명목집단기법’을 활용해 ‘평화’, ‘통일’, ‘분단’, ‘교류’ 등의 개념과 연관된 세부주제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후 진행 단계에서는 학습의 조력자로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액션 러닝’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문제에 대해 탐색, 명

료화, 해결책 제시, 우선순위 결정, 액션 플랜 작성 등을 시행한다. 마무리 단계에서

는 ‘여섯 색깔 모자’ 기법을 활용해서 앞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정리하고 평가

한다.

둘째, 학교통일교육과정 대상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은 도입 단계에서 ‘브

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해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산 과정을 거쳐 세부주제를 수립한다. 이후 진행 단계에서는 ‘토의 기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수업’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을 증진하려면?” 등

의 주제로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 분석,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 경험적 확인, 가치

갈등 해결 방안 모색 과정을 거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토의에서 도출된 “학교 평

화·통일 감수성 함양 방안”을 ‘비주얼 씽킹’ 기법을 통해 시각 이미지로 정리해 발

표한다.

셋째, 사회통일교육과정 대상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도입 단계에서는 ‘매

체를 활용한 스팟 기법’을 활용해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강좌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의 집중을 향상시킨다. 진행 단계에서는 ‘비폭력 대화’를 통한 ‘갈등 해

결 수업’을 선정해, “통일을 바라보는 다양한 생각 알아보기” 등의 주제로 자료를

탐색한 뒤 관찰, 느낌, 욕구, 표현 등의 과정을 거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평화·통

일 감수성이 담긴 ‘마인드맵’을 제작하고 공유한다.

넷째, 특별교육과정 대상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도입 단계에서는 ‘로터스

발상법’을 활용해 ‘평화, 통일, 교류, 협력, 번영’ 등을 중심으로 하위 주제를 발전시

켜 나간다. 진행 단계에서는 “평화의 눈으로 본 통일” 주제로 ‘프로젝트 방식의 협

동 학습’을 실시하고, 예비 계획 수립, 탐구, 결과물 도출 및 정리 과정을 거쳐 창조

적인 형식의 발표를 시행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유추’와 ‘은유 기법’ 및 ‘갤러리

워크’ 방식을 활용해 시, 슬로건, 카피 또는 패러디 문장 등을 창작하고 게시한 뒤

순회 방식으로 공유해 나간다.

다섯째,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대상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 도입 단계에서

는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해 ‘평화·통일 교수전략과 기법’, ‘유·초·중·고 학교현

장의 특성’ 등의 주제를 선정한다. 진행 단계에서는 ‘러닝코치를 활용한 문제 기반

학습’을 활용하고, 학습 조력자인 러닝코치의 지원 하에 강의 현장에서 강사들이 직

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및 수정 단계

에 따라 해결책을 도출해 나간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하브루타’ 방식을 활용해 강

의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전략을 내면화하고

확산, 공유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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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15가지의 참여·소통 기법은 하나의 강좌 내에서 도입, 진행, 마무리 단

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강좌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서도 각 강좌별로 구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 원내과정

뿐 아니라 통일리더캠프나 이수자연찬반 워크숍과 같은 과정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나, 필요에 따라 유·

초·중·고등학교,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한 모든 프로그

램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체험·소통형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지적 정보 중심

의 통일교육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평화·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

진함으로써 평화·통일의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도는 남북 간 뿐 아니

라 우리 사회 내에도 존재할 수 있는 갈등이나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 실천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통일 과정 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인식과 정서, 삶의

자세와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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