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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시민 양성을 위한 지리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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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lan of Geography Curriculum to Cultivate Citizens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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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시민 양성을 위한 지리과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탐구하였다. 먼저 통일교육 문헌을 이론적으로 검토

하여 통일교육 연구 경향을 ‘반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다음 평화교육

으로서의 통일교육 관점에서 지리과 평화 ․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한반도 평화시민으로 설정하고, 한반도 평화 감수성, 

평화적 실천 역량, 다중스케일적 탐구 역량을 한반도 평화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시

민 양성을 위한 지리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 비중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리 지식의 기초인 ‘경계’와 ‘지명’에 대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의 북한 지역 

이해가 요구된다. 셋째, 내용 지식 측면에서 남한지리에서 남 ․ 북한 지리 지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평화적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와 통일 국토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어: 평화교육, 통일교육, 한반도 평화시민, 한국지리 교육과정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improvement of geography curriculum to cultivate citizens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the literature on unification education was reviewed theoretically, and the trend of research on 

unification education was categorized into ‘unification education as anti-community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as peace education’. Next, from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education as a peace education, the ideal 

portrait of human being pursued by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in geography education was set as the Korean 

Peninsula peace citizens, and sensitivity for Korean Peninsula peace, peaceful practical competence, and multi-scalar 

inquiry competence were presented as competence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citizens. Based on these, the 

improvement plan of the geography curriculum wa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 quantitative aspects. Second,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what North Korea actually is without distortion of boundaries and place names forming the basis of 

geography. Third, geography curriculum should be widen from South Korea geography to South and North Korea 

geography in terms of content knowledge.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tent elements that can cultivate 

peaceful practical competence. Lastly, a multi-scalar approach to the peace and unification is needed.

Key words: peace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citizens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geography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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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

다.’는 헌법 4조의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정권의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

적으로 기울여 왔다. 1972년 7 ․ 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

되었고,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인되었으며, 

2000년에는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특히 현 

정부는 2017년 신베를린 선언과, 100대 국정과제 발표 

등을 통해 평화통일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였고, 2018

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018~2019년에 지속된 3차례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정부에서는 2000년을 전

후하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시작했다. 1999년 통일교육을 촉진 ․ 지원하기 위

한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부터는 통일

교육의 기본 내용 체계와 지도 원칙을 담고 있는 �통일

교육(기본)지침서�를 매년 발간하였다. 2018년에는 통일

교육에서 평화를 강조하고 하향식 전달교육에서 벗어나

기 위해 기존 지침서를 �평화 ․ 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

으로 개편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증폭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교육 활성화 분위기에 지리교육은 얼마나 부응하고 

있을까? 사실 ‘통일’은 정치 체제의 통일을 넘어 궁극적

으로 국토 공간의 통일을 의미한다. 때문에 통일 논의에 

지리적 상상력과 지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통일은 남한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

는 일종의 지리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이상근, 2016; 

정현주, 2018). 지리교과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막

론하고 이른 교육과정 시기부터 북한을 포함한 통일 관

련 목표 및 내용 요소가 지속적으로 등장해 왔다. 1차 

교육과정 중학교 지리 지도목표와 유의할 사항에서는 

“남북통일이 민족의 최대 과업이며, 또 우리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절대 조건이라는 점을 지리교육을 통해 인

식시키도록 할 것”으로 명문화하였다(문교부, 1955). 2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지리 I� 목표에서도 “우리 국토의 

지역성과 각 지역 사이의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세

계적 시야에서 이해시킴으로써, 애향 애국의 심정과 멸

공 통일의 신념을 기르고 아울러 국제 이해와 국제협조

의 정신을 기른다.”라고 서술되어 있다(문교부, 1963).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한국지리 과목을 “북한 

지방을 포함한 국토 전체의 이해와 애정을 높일 수 있

는 과목”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 

측면에서도 ‘북부지방’, ‘북부지방의 생활’, ‘국토 통일 문

제’, ‘통일 한국’, ‘통일 한국의 미래’, ‘국토의 분단과 통

일’, ‘국토 통일의 과제와 노력’,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등의 대단원 및 중단원 명칭이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며, 

2007 개정 한국지리 과목의 경우 북한 및 통일관련 성취 

기준 비율이 전체의 12%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지리교육은 학교 통일교육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리교육학계에서도 북한의 지리교과서 분석(한봉희, 

1993; 최석진 외, 2000; 이전, 2005; 이상균 ․ 권정화, 2017), 

남북한 지리교과서 비교(김재완, 2003; 손용택, 2004), 북

한의 지리과 교육과정 분석(김민성 외, 2017), 통일을 위

한 교과서 개선 방안(김재한, 1994) 등의 선행 연구가 있

다. 특히 김민성 외(2017), 이상균 ․ 권정화(2017)의 연구

는 북한의 2013 개정 지리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최근 북한 지리교육의 변화 특성을 소개하고 향후 남북

한 교육과정 비교 및 통합안 등의 연구를 위한 기초를 구

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리교육학계

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통일교육을 위한 지리교육 논의, 

즉 ‘학습자는 지리교육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요

구되는 역량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머

무르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최근 남북한 관계 변화에 

발맞추어 통일 관련 여러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지

리학계와 비교해도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증폭된 통일 및 

통일교육에 관심에 부응하고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한 교과로서 지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리교육과

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의 전반적인 통일교육 연구 동향을 검토한 후 평화교육 

관점에서 지리과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지리과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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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일교육 연구 동향 검토

분단 이후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관(官) 주도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연구 또한 정부가 북한에 대

한 특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했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통일교

육 연구의 시대별 변천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단계의 세분화에 차이가 있을 뿐 대

체로 통일교육 연구는 ‘반공교육 → 통일안보교육 → 통

일교육 → 평화 ․ 통일교육→ 평화교육’으로 변화했다는 

분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이근철 ․오기성, 2000; 한

만길, 2001; 박찬석, 2002; 양정훈, 2007; 조정아, 2007; 황

인표, 2014; 이슬기, 2016; 김국현 외, 2018). 하지만 각 

시대를 대표하는 통일교육 연구 경향성은 다른 시대와 

차별화되는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보다

는 ‘반공교육’과 ‘평화교육’을 양 극단으로 하는 긴 스펙

트럼 상에서 시대별로 어느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

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교육 연구는 크게 ‘반공교육으로서

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으로 범주

화하여 재정리할 수 있다.

1. 반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분단 이후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은 정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공주의가 지배적인 흐름이었다. 냉전적인 시각을 바

탕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배척하며,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대결적인 반공주의가 

통일교육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독재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기반하여 북한의 이념 및 체제를 비판하고 부정

하였다. 대신 우리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비

판은 불허되고,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하에서는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반공주의 정책을 내세웠고, 박정

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삼아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통한 국력 신장을 이루고자 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초 ․ 중학교 반공도덕의 독립 교과화, 고

등학교 국민윤리 과목의 필수 교과화가 진행되었고 ‘자

유수호의 길’, ‘승공통일의 길’과 같은 교과서가 발행되

기도 하였다(한만길 외, 2003, 양정훈, 2007; 조정아, 2007; 

이동기 ․송영훈, 2014)

하지만 반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져왔다. 첫째, 냉전적 흑백 논리로 통일교육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당위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통일에 

대한 다른 생각을 억압하였다. 통일에 대한 부담을 줄이

고 통일 이후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

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무엇이고, 통일의 과정과 방

법은 어떠해야 하며, 통일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공

으로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성찰과 논의를 가로

막았다(박보영, 2004; 김국현 외, 2018). 둘째, 북한에 대

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이미지화를 통해 경쟁심과 적

개심을 고취시켰다.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고, 남

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공존과 협력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함양하기보

다는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다(박광

득, 2013). 이러한 경계와 위협의 대상으로 북한을 이미

지화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국가 안보 논리

로 전환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각

인시키고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

져왔다(오덕렬, 2018). 셋째, 북한 주민을 이등 시민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공교육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적

대적 관점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북한 정

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억압받는 불쌍한 사람으로 이미

지화시켰다. 북한 주민은 정당성과 우월성을 지닌 남

한 주민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할 대

상으로 간주되었다.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즉 수혜의 대상으로 간주

되어 통일 후 2등 시민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이미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에 대한 우리의 시선

에서 드러나고 있다(박보영, 2004; 오덕렬, 2019). 넷

째, ‘하향식 전달-수용’ 방식의 통일교육으로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약화시켰다.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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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Freire(2002)가 말한 ‘은행 저금식 교

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 물론 이러한 교

육이 누군가에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수용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강요로 느껴져 통일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학교통일

교육 실태조사 결과(통일교육원, 2014)에 의하면, 초중

고등학생 중 53.5%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이처럼 반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북한과의 대결

적인 구도를 형성하면서 ‘국익’과 ‘체제 수호’를 위한 것

으로 변질되었고, 학생들이 분단체제에 순응하도록 하

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정용민, 2018).

2.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반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1990년대 이후 통일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의 해체, 동부 유럽의 민주화, 

독일의 통일 등이 이루어지면서 냉전 체제가 무너졌고, 

우리나라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 1991년에는 남북이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

했고,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발

전법｣ 등이 연달아 제정되었으며, 햇볕 정책이 추진되고 

남북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여기에 문민정

부의 출범과 함께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 사회가 성장하

면서 관(官)주도적 통일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에서 북한

과의 다방면적 교류와 협력,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었

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반공 중심의 통

일교육은 서서히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평화교육과의 결합이

었다. 평화교육은 1980년대 와서야 외국의 평화교육 이

론이 소개되었을 정도로 연구의 역사가 일천했지만, 통

일교육과는 쉽게 결합되었다. 평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사

회에 만연한 반(反)평화적 구조를 해체하고 보편적인 평

화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

서 반평화적 구조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분단체제였

기에 자연스럽게 평화교육 연구자들은 통일교육을 핵심 

연구 주제로 다루었다. 그후 2000년대부터는 통일교육 

연구자 사이에서도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고병헌, 2007; 박보영, 2009; 정현백, 2019).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와 목표를 

강조하기보다는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통일

은 특정 시점에, 일순간에 완결되는 ‘하나의 사건’이기보

다는 꾸준히 누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의 과정’

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화가 충만한 세상

을 만드는 것이 통일교육의 목적이 된다. 통일교육은 통

일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것이다

(박보영, 2004; 조정아, 2007; 정희태, 2010; 정주진, 2019). 

그리하여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정치적 

하나됨보다 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과 공

영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평화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고병헌 외, 2007). 물론 평화

를 추구하는 통일의 과정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평화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챙취하기만 

하면 되는 대상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

해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여정이다(오덕렬, 2018). 

여기서 평화는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

화(negative peace)’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적 폭력

과 구조적 폭력도 존재하지 않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포함한다. Galtung(1996)에 의하면, 적극적 평화

는 전통적인 평화 개념인 소극적 평화에 상대되는 개념

으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과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구조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큼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기본적

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문화적 폭

력은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 등의 내부에 존재하는 폭력이다. 문화적 폭력은 상

징적인 경우가 많고, 폭력성을 인식하기까지에는 오랜 시

간이 걸리지만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에서 통일은 한반도 분단 

구조와 그 폐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을 통해 남

북한 주민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비평화적

인 상황, 즉 분단으로 인한 물리적, 구조적, 문화적인 폭

력을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

일교육은 한반도의 비평화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성찰하

며 분단으로 인한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하는 교육적 행위이다. 통일교육은 거대 담론과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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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습자 개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비평화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시도로부터, 남북한 주민들

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도로부터 시작된다. 그

래서 기존의 정치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을 탈피하고 사회문화적 접근을 선호한다. 최근 정부도 

통일교육의 명칭을 ‘평화 ․ 통일교육’으로 변경한 것도 이

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반공 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과 ‘평

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을 비교하여 재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III. 지리과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과 

역량 설정

‘반공교육’에서 ‘평화교육’으로 통일교육 연구 경향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지리과 통일교육도 방향 전환을 

위한 검토와 성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리과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누구이며, 이

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에서 학습자는 평화의 

방식으로 평화로운 과정을 통해 통일에 접근하여 평화

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즉 학습자는 평화공동

체 구성원으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남북 분

단과 이에 따른 반(反)평화적인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를 만들고 발전시킬 책임과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요컨대 학습자는 평화시민으로 성

장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평화시민 규정의 스케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한반도 스케일에서 규정되듯

이,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평화시민 논의 또한 

한반도 스케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

일교육론이 마이크로 스케일(micro scale)에서는 인권교육, 

매크로 스케일(macro scale)에서는 세계시민교육과 차별성

을 갖기 어렵다. 사실 평화교육에서 평화의 개념도 시대

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보영, 2005).

따라서 지리과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한반

도 스케일로 한정하여 ‘한반도 평화시민’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한반도에 중점을 두는 평화시민

의 개념적 스케일이 수평적 제한을 의미하지 수직적 제

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와 통일교육의 개념

적 스케일은 환경적 확대(expanding environment)가 아

니라 중층적이고 다층적이며 다중적인 접근(multiscalar 

approach)이 가능하다. 오히려 다중 스케일로 접근했을 

때 과정으로서의 통일교육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시민은 한반도라는 지리적인 일정한 범

위 내에서 형성된 공동체에 참여하여 평화를 만들고, 유

지하며, 발전시킬 책임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한반도 평화시민은 한반도의 평화

를 유지하는 평화유지자(peace keeper)이며, 한반도의 평

화를 창조하는 평화 창조자(peace maker)이다(고병헌 외, 

2007). 그리고 한반도 평화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지리과 

통일교육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며, 발전시키

는 데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며, 그

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3)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시민에 도달하기 위해 지리과 

통일교육이 함양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OECD의 

DeSoCo(Defining and Selecting of Key Competencies) 프

로젝트에서 촉발된 역량 개념은 국가마다 그 의미가 다

표 1. 반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비교

구분 반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시기 전통적 현대적

기간 단기적 사건 장기적 과정

지향 결과로서의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

관점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통일 누적된 과정으로서의 통일

이유 당위적 통일론 합리적 통합론

목적 물리적 폭력 제거 구조적, 문화적 폭력 제거

접근 정치적 통일 강조 사회문화적 통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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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 초 ․ 중등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이광우 외, 2009). 이러한 역량 

개념에 근거할 때, 지리과 통일교육은 한반도 평화시민

을 함양하기 위해 학습자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나

타나는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비평화적 상황을 인지하고 

불편하게 느끼며, 이를 제거하거나 극복하여 한반도를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한반도 평화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

탕으로 남한과 북한이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삶을 유

지하는 주민들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비평

화적이고 폭력적인 공간과 환경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

며,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평화로

운 공존과 공영의 필요성을 내면화해야 한다. 둘째, 평

화적 실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역량은 한반도의 

비평화적이고 폭력적인 공간과 환경을 대화와 토론, 타

협과 협력 등을 통해 평화로운 상황으로 변화시켜 평화 

국토를 만들고자 하는 방법적이고 실천적인 역량이다. 

셋째, 다중스케일적 탐구 역량이 요구된다. 한반도 평화 

감수성과 평화적 실천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

해서 학습자는 글로벌에서 로컬에 이르는 다양한 스케

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남북한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분단의 원인과 진행 과정에서 알 수 있

듯이, 한민족 중심의 한반도 스케일을 넘는 동아시아 및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비평화적이고 폭력적인 공

간은 북한이라는 공간 스케일에서 뿐만아니라 남한 내 

로컬 스케일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

는 다중 스케일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탐구하

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IV. 한반도 평화시민 양성을 위한 지리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지리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통

일관련 서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정도로 지리교과는 

오랫동안 북한 및 통일 교육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

행해 왔다. 그렇다면 현재의 지리과 교육과정은 평화교

육으로서의 통일교육 관점에 부합하고, 한반도 평화시

민을 함양하는데 기여할까? 본 장에서는 2015 개정 지

리과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1. 양적인 측면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 비중의 강화 

2015 개정 지리과 교육과정에서 통일 관련 성취기준 

수는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로 그 양이 매우 적어 학

습자가 평화 ․ 통일 역량을 함양하기에 미흡한 편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국토 전체의 지리를 학습하는 한

국지리 과목이 있음에도 통일 관련 성취기준 수가 1개에 

불과하여 한반도 평화시민을 양성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그런데 표 2에서 보듯이, 지리과 교육과정에서 통일 

관련 내용 비중이 미미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7 개

정 교육과정 이후 통일 관련 성취기준 비중은 크게 감

소하였다. 물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이수 단

위에 비해 많은 내용 요소를 줄이고 다수의 개념을 얕

게 학습하기보다는 핵심 개념에 대한 깊이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교과외 활동의 연계 가능성 고려하여 전체 성

취기준 수를 감축하였다(이진석, 2011).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성취기준 

수를 줄였다(모경환, 2015). 하지만 통일 관련 성취기준 

비중을 분석해 보면 다른 지리 내용 요소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 지리보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폐지로 경제지리 내용의 일부가 

한국지리에 더해지면서 성취기준 수 축소 압박이 다른 

사회과 선택 과목보다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

기에 통일 관련 내용 자체가 지닌 가변성과 논쟁성으로 

인한 교사의 교수 부담,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과서 내용의 진부함 등의 이유로 학

교 현장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에 대한 수업이 기

피되면서 교육과정 개정 당시 성취기준 수 감축 논리에 

쉽게 희생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하여 표 3에서 보듯

이, 2007 개정 교육과정 당시 개별 성취기준을 구성하였

던 내용 요소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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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으로 통합되었다. 그것도 내용 요소들의 추상

화를 통한 화학적 통합이 아닌 각각의 내용 요소들을 

늘어놓은 나열식 성취기준 형태로 통합되었다. 1개의 성

취기준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 요소를 포함할 경우 백과

사전식 교과서 서술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교실 수업을 

깊이 없고 지루한 수업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서 서술 및 교실 수업을 정상화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리과 교육과정에서 북한 및 통

일 관련 내용의 양적 비중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 비중을 늘리기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4) 등과 같은 방식으로 논쟁

성을 지닌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을 보장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의 최신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교육원에

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북한 이해�, �통일문제 이해�

등과 같은 단행본에 북한지리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2. ‘경계’와 ‘지명’에 대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의

 북한 지역 이해

지리과 통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평화 감수성이 발

표 2. 2007 개정 이후 지리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관련 성취기준의 양적 변화 

학교급 시기 전체 성취기준 수(개) 통일 관련 성취기준 수(개) 통일 관련 성취기준 비중(%)

중학교 지리

2007 개정 58 4 6.89

2009 개정 42 2 4.76

20015 개정 35 1 2.85

고등학교 한국지리

2007 개정 39 5 12.82

2009 개정 37 2 5.40

20015 개정 28 1 3.57

표 3. 2007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북한 및 통일 관련 성취기준 비교 

학교급 시기 성취기준

중학교

지리

2007

개정

⑸ 통일 한국의 미래

① 북한의 개방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② 백두산 지역, 비무장지대(DMZ)가 갖는 지리적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③ 국토 통일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위치를 이해한다.

④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통일의 필요함을 깨닫고 통일 후의 바람직한 국토 공간 모습을 그려본다.

2015

개정

(11) 세계 속의 우리나라

[9사(지리)11-03] 세계 속에서 우리 국토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 우리 

생활의 변화를 예측한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2007

개정

⑴ 세계화 시대의 국토 인식

③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세 및 교류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분단된 국토의 통일이 가지는 당위성을 

정립한다.

⑹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I

③ 북한의 자연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 생활에 대한 영향 및 관광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이해한다.

④ 인구, 도시 등의 측면에서 북한의 인문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남한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⑤ 북한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그 지역이 선정된 지리적 

이유를 추론한다.

⑥ 남북 교류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국토 계획을 모색한다.

2015

개정

(7)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12한지07-02] 북한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특성, 북한 개방 지역과 남북 교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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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어 비평화적인 공간에 대해 어떤 불편함을 느끼려

면 우리와 다른 공간과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

야만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과 서로에 대한 공감이 일

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리과에서 북한에 대한 이

해는 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

리적 이해의 기본이 되는 ‘지명’과 ‘경계’를 오늘날의 것

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의하면, 

북한 지역에 관한 일반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내용 즉 

1945년 8월 15일 기준 내용을 적용해야 하고5), 현재의 

북한 행정 구역은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의미에서 ‘통용’이라는 표현을 쓰며, 일반도가 아닌 

주제도로 간주하면서 현재 북한 지역의 지명과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지역에 관한 도로, 철도 등 제 지리적 정보의 변화 상황

은 가능한 한 현재의 북한 실정에 맞도록 수록하며, 북한 지

역에 관한 일반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내용을 적용한다. 

단,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행정 구역도는 ‘북한에서 쓰고 

있는 도 ․ 시 ․ 군 구역’이란 제목 하에 시 ․ 도계, 시 ․ 군계까

지 표시하여 별도로 수록한다. 이는 주제도로 간주되며, 지

명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의거한다. 그 예로 ‘량강도’는 ‘양

강도’로 표기한다. 또 우상화, 혁명화 된 지명은 괄호 안에 

바뀌기 전 지명을 삽입한다. 그 예로 ‘김책(성진)’과 같이 표

기한다(교육부, 2016).

이러한 이유로 쉽게 득하기 어려운 북한 지리 관련 

자료를 구해도 북한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단위가 상이하여 교육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

으며,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이해하

는 데도 큰 한계가 있다. 사실 기본적인 지리적 단위로서 

지명과 경계의 제한은 현재의 북한 행정 구역 및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발행 우리나라 공식 

지도6)와도 맞지 않다. 또한 오늘날 남한의 행정 구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지리교과서와도 비교가 된

다(박광철 외, 2015). 따라서 북한의 지명과 경계에 대한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통해 학습자가 왜곡 없이 북한 지역

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을 국토를 구성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지도

에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실체로 인식하고 지도

에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되며,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주변 국가와 맺은 경계 협정, 군사 분

계선과 북방한계선(NLL) 등 남한과 북한 간의 경계를 어

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지침이 필요하다.7)

3. 남한지리에서 남 ․북한 지리 지식으로의 변화 

교육과정 내용 측면에서 중학교 지리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지역 중심에서 주제 중심으로 교육

과정 내용 조직 원리가 변경되면서 북한 지역 이해와 

관련된 내용 요소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교과서 수준

에서도 북한 지역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념이

나 주제의 사례 지역도 남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경우, ‘우리나라 지역 이해’ 단

원의 성취기준에서 북한 지역의 특성을 내용 요소로 다

룬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 이해’ 단원의 지역 구분에

서 남한은 수도권과 강원 지방, 충청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제주도로 세분화하여 지역 특성을 고찰하지

만 북한은 단 하나의 동질 지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교

과서 수준에서는 중학교 지리에 비해 북한을 사례 지역

으로 언급하는 빈도가 높지만 대부분 자연지리 단원에

서의 일부 하위 주제에서만 언급될 뿐 인문지리 단원에

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국내에 산재한 북한 자료에 대한 보안의 문제, 북한 지

리학에 대한 연구 성과물 부족 등으로 북한 관련 자료

에 대한 구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래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 과목의 

성격을 규정했다면, 남한 지역 못지않게 북한 지역에 대

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중학교 지리에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수준에서 북한 이해와 관련된 내

용은 전무하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지역지

리 단원에서는 단지 1/7만이 북한에 할애한 부분은 다

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 

…… 한국지리는 우리 국토 위에서 전개되어 온 인간과 자연

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지방을 포함한 

국토 전체 및 삶의 구체적 토대인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

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다.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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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2015년에 출판된 북

한의 지리교과서를 살펴보면, 남한 관련 내용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조선지리�는 주로 초급중학교

(남한의 중학교)에서 3년 동안 필수로 배우며 내용 구성

이 실험 ․탐구식 계통지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반면, 한

국지리는 선택 과목으로 주로 고교 2, 3학년에서 학습하

며 내용 구성이 설명 ․탐구식 계통지리와 지역지리의 혼

합으로 되어 있어 남북한 교과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

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

의 조선지리 교과서에서는 산지를 서술할 때 총 7개 산

지 중 2개의 산지를 남한 지역 산지에 할애하는 등 남한 

지역의 지리 학습 요소가 교과서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박광철 외, 2015). 그리고 과거 북한의 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지역 구분 내용을 다룰 때, 남한을 하나의 

동질 지역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실제 남북한 행정 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국토 전체를 서북지방, 동북지방, 중부

지방, 동남지방, 서남 지방 등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

다(김재한, 1994). 반면 우리의 한국지리 과목은 그 명칭

과 달리 남한지리가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지리 단원에서는 남한 지역만큼 북한도 

다양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계

통지리 중심 단원에서도 성취기준에 남한과 함께 북한 

지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표 4와 같이 2015 

개정 한국지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성취기준 수를 

늘리지 않고 북한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를 언급하거나, 

남한과 북한 지역의 연계 및 비교 형태로 성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서술, 

교실 수업에서 국토를 남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북한 지역도 남한 만큼 다양한 경관과 

주민의 삶이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

며, 남 ․ 북한과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

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평화적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요소 강화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비평화적인 상황을 

평화로운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이고 방법

적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정학 

및 지경학적인 실천 공간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통일이 결과가 아닌 평화를 지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면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관계적 공간’

에 대한 내용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평화와 통일 국토의 실험 무대인 북

한의 개방 지역(경제특구)을 경제적 접근을 넘어 포함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개성

공업지구의 경우, 영토성 측면에서 북한의 영토 안에 있

지만, 남한의 영토성이 행사되는 예외적 공간이며, 세계

의 여러 국가마다 서로 다른 층위의 인정 수준을 지닌 

독특한 공간이다(이승욱, 2016; 정현주, 2018). 안보적 측

표 4. 남북한 지리 학습을 위한 한국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재구성 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과정 성취기준 재구성 예시

(4)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12한지04-01] 우리나라 촌락의 최근 변화상을 파악하고, 도시의 발

달 과정 및 도시체계의 특성을 탐구한다. 

[12한지04-02]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내부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

고, 대도시권의 형성 및 확대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12한지04-03] 주요 대도시를 사례로 도시 계획과 재개발 과정이 도

시 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12한지04-04] 지역 개발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공간 및 환경 불평등

과 지역 갈등 문제를 파악하고, 국토 개발 과정이 우리 국토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4)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①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 도시 발달 과정 및 도시 체계의 특성을 

탐구한다.

② 남한 도시를 사례로 도시 내부 구조의 분화 및 대도시권 형성 과

정을 이해하고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③ 북한 도시를 사례로 사회주의 도시 계획 및 공간 구조의 특성을 

탐구한 후 남한의 도시 공간 구조와 비교한다. 

④ 남한 지역에서 나타난 공간 및 환경 불평등과 지역 갈등 문제를 

조사하고, 통일 이후 북한을 포함한 국토 개발 과정에서 공간 및 

환경 불평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토론한다. 

(6)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12한지06-01]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12한지06-02]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와 이에 따른 공간적 변

화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6)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①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 구조

의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② 남한과 북한 지역의 당면한 인구 문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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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개성공업지구는 위치상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였

지만 공단이 건설되고 남측의 차량, 물자가 매일같이 오

고 가면서 인민군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시설이 후방으

로 후퇴하였다. 남한에서도 개성과 근거리 지역의 민통

선 내부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다른 민통선 지역과 달리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지상현, 이

승욱, 박배균, 2019). 이처럼 개성공업지구는 익히 알고 

있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군사

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큰 기여하였다. 또한 ‘초코파

이제이션’8)으로 은유되는 자본주의 문화가 전파되고 그 

안에서 다시 재형성되면서 국지적으로 사회문화적 통합

과 통일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었다(정근식 ․ 김윤애, 

2015; 정현주, 2018). 따라서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 개

방 지역의 영토성에 대한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접근, 평

화와 통일 국토 측면에서 개방 지역의 안보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접근, 개성공업지구 중단을 둘

러싼 다양한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방식을 통한 논쟁적인 토론 등이 새로운 내용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여러 경제특구(개발

구)를 학습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탐구할 수 있으며, 남한 지역에 미치는 지정학적

인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적대적인 경계의 공간을 평화로운 관계적 공간

으로 변경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대립과 갈등의 최전방 지역인 비무장

지대(demilitarized zone, DMZ)와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지역을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변경

하고자하는 노력과 실천들을 새로운 내용 요소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DMZ 평화 공원 조성 계획은 비무장지

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 및 환경과 관련된 국제 행사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공간으로 변경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과 타이완의 경계의 섬 ‘금문도’, ‘남

부아프리카 국경평화공원’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박배균 ․ 김민환 2015; 문남철, 2017). 북방한계선 

지역의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수역’,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노력은 경계선을 좀 더 명확하게 획정하기 위

해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는 과정이 아닌 북방한계선 지

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남북한 모두가 공동 번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개성공업지구,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등 남한과 북

한의 긴장이 매우 높은 ‘경계의 공간’에서의 이러한 노

력들은 서로 경계의 담을 높이 쌓아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관계적 공간’을 형성하여 담을 허무는 방

식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평화적 실천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내용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

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적 수준에서 성취기준을 제시

하면 표 5와 같다. 

5. 평화와 통일 국토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

다른 교과와 달리, 지리 교과가 지닌 장점 중에 하나

는 모종의 현상을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학생들에게 길러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

쉽게도 현재의 지리과 교육과정에서 평화와 통일 국토

에 대한 접근은 하나의 고정된 공간 스케일에서만 접근

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중학교 지리는 주로 글로

벌 스케일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한국지리에

서는 내셔널 스케일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도 국토 분단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 정체성, 문화적 이질성, 이산가족의 문제 

등 주로 내셔널 스케일에서, 통일 이후의 국토 모습과 

우리 생활의 변화는 국토가 지닌 위치적 잠재력을 바탕

으로한 글로벌 스케일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토 분단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와 통

일 국토의 필요성 이해는 내셔널 스케일뿐만 아니라 미

시적인 로컬 스케일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 대성동 마

표 5. 평화적 실천 역량을 함양을 위한 성취기준 예시

성취기준 예시

① 북한 개방 지역(경제특구)의 지리적 특징을 다중 스케일 측면에서 탐구하고 평화와 통일 국토 형성에 미친 영향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한다.

②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NLL) 등 남북한 갈등 지역을 평화의 지역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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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해 5도, 군사 분계선 일대 등의 접경 지역은 군사

시설과 철책선, 대남 방송을 일상에서 보고 들을 수 있

으며, 거주 및 이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일정 부분 제약

되고 때로는 안보와 경제 개발의 충돌로 정부와 지역 

주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공간이다(이승욱, 

2018). 학생들은 국토 분단으로 인해 비평화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지역을 비판적으로 탐구하여 접경 지역 주민

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접경 지역을 좀 더 평

화로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와 통일 국토의 필요성을 내면

화할 수 있다. 접경 지역 이외에도 평택, 성주, 제주 등 

국토 분단에서 기인한 군사 기지 건설로 인해 비평화적 

공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공간에는 시시비비를 떠나 

괴롭고 아픈 지역민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

문화 공간 형성의 주체가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정착 경로와 이주 과정에 대한 탐색을 평화와 통일

의 국토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로컬 스

케일에서 비평화적인 공간에 대한 탐구 과정은 사회적 

이슈 혹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공감을 통한 학생들의 평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토론과 

참여를 통한 평화적인 실천 역량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의 국토와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한 

추론을 통해 통일 국토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글로벌 스케일뿐만 아니라 내셔널 스케일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물론 국토가 지닌 위치적 장점을 통한 아시아 

및 글로벌 스케일에서 평화와 통일 국토의 필요성을 이

해하고자 하는 점도 필요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북방 

지역 경제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또한 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이현주, 2018). 

하지만 평화와 통일 국토는 글로벌 스케일 이전에 내셔

널 스케일에서의 문제이다. 국토의 통일과 평화는 국토

의 정체성, 일체성, 통합성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국토의 

통일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삶의 유산인 국토 경관

을 오롯이 회복하는 과정이며(전종한, 2019), 백두대간과 

같은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를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하

는 과정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 미시적으로 남한의 여

러 지역과 북한의 여러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

완하여 국토 공간의 지역 간 분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

하여 국토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이루는 과정이다. 

로컬에서 글로벌 스케일까지 다양한 스케일 차원에

서 탐색하는 과정은 국토 분단의 문제와 평화와 통일 

국토의 필요성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평

화와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창의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적 수준에서 성

취기준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V. 결 론

1차 지리과 교육과정 시기에서부터 현재까지 북한과 

통일 관련 목표 및 내용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정도로 

학교지리는 통일 교육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왔

다. 하지만 현재의 지리과 교육과정은 근래 북한 및 통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통일 교육의 연구 경향 

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통일교육 연구의 변천 과정에 대한 문

헌을 분석하여 통일교육 연구 경향을 ‘반공교육으로서

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으로 범주

화하여 분석한 후, 근래의 주류적 관점인 평화교육으로

서의 통일교육 관점에서 지리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리과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한반도 평화시민으로 설정하고, 근

래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 경향에 맞춰 한반도 평

화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한반도 평화 감수성, 평화

적 실천 역량, 다중스케일적 탐구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 지리과 평화 ․ 통일 역량을 갖춘 한반도 평화시

민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성을 2015 개

표 6. 평화와 통일 국토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위한 성취기준 예시 

성취기준 예시

① 접경 지역을 포함하여 국토의 분단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지역을 비판적으로 탐구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② 분단으로 인한 국토 공간의 효율성과 통합성이 상실된 사례를 조사하고 평화와 통일 국토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③ 동아시아 및 세계적 관점에서 평화와 통일 국토의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고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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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리과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 비중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

리학의 기초인 ‘경계’와 ‘지명’에 대한 왜곡 없이 있는 그

대로의 북한 지역 이해가 요구되었다. 셋째, 내용 지식 

측면에서 남한지리에서 남 ․ 북한 지리 지식으로의 변화

가 필요하였다. 넷째, 한반도 평화 시민을 양성하기 위

해 평화적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강

화할 필요가 있었다. 다섯째, 평화와 통일 국토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실제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은 다양한 이해 당사

자들의 경합과 타협의 과정이며, 때로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과도 같다. 때문에 지리과 교육과정에서 평화 ․ 통일

에 대한 강조는 다른 지리 내용 영역의 축소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학습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도 지엽적이고 진부하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시민이라는 인간상을 바탕으

로 평화적 실천 역량과 다중스케일적 탐구 역량을 강화

하고, 표 4에서와 같이 기존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재

구성을 시도한다면 특정한 계통지리적 주제 영역의 축

소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내용의 지엽성과 진부함을 벗

어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의 

축적과 이해 당사자 간의 숙의의 과정이 요구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리과에서 평화 ․ 통일에 대한 강조는 평

화 ․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로서 지리과의 위상을 제

고할 수 있으며, 한국지리 과목의 대안 개발에 대한 요

구에 부흥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

1) 지리학계에서는 여러 차례 심포지엄을 통해 통일 지리학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가령 대한지리학회에

서는 2015년 ‘통일시대, 접경 지대 연구’, ‘통일시대, 지리학 연

구’, ‘한반도 통일국토 구상’ 등의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2018

년도에는 ‘지리학, 평화의 지도를 그리다’라는 이름으로 특별 

섹션이 열리기도 했다. 또한 북한 및 통일 관련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이민부, 김 걸(2016), 김기혁(2016)의 연구가 연

달아 발표되었다. 

2) 은행 저금식 교육은 Freire(2002)가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을 비

판하며 사용한 개념이다.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은 교사가 성

명을 발표하고 예탁금을 만들면, 학생을 그것을 받아 저장, 암

기, 반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교육은 억압 이데올로기의 한 

특징으로, 탐구 과정으로서의 교육과 지식을 부정한다고 그는 

비판한다.

3) 본고에서는 개념적 편리성과 통용성 때문에 남 ․ 북한을 통칭

하는 개념으로 한반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한반도 명칭은 

논란이 있는 개념이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

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과 북한을 통칭할 때 ‘한반도’라는 용어

를 즐겨 사용한다. 반도라는 자연적 개념이 지닌 중립성 때문

일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범위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고, 한

반도 개념에는 독도를 비롯한 영토적으로 중요한 섬이 제외된

다. 특히 사회적 자연론에 근거할 때 한반도는 자연적 개념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된 수사였다

(강경원, 2015). 

4)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는 독일 정치교육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일종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이다. 이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이 양보하여 도출된 것이라기보다 독일 사회에 널리 퍼진 정치

교육의 기본 상식을 확인하고 공식화한 것이다(신봉철, 2017). 

당시 독일에서는 보수적인 기민당과 진보적인 사민당이 정치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를 우려하여 1976년 

보이텔스바흐라는 작은 도시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

교육원 원장 실레(Siegfried Schiele)가 발의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교수였던 슈나이더(Hebert Schneider)가 도와 정치교육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벨링(Hans-Georg Wehling) 박사가 정리하

여 단행본으로 발표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의 

도구화를 피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교화금지, 

논쟁성 재현의 원칙, 학습자 이해 상관성 등 3가지 원칙을 제시

하였다(김병연, 2019).

5)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 문의 결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내용은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근거하여 이북 

5도 및 시 ․ 군을 의미한다. 제2조에 의하면, 이북 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하며, 미

수복 시 ․ 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

을 말한다.

6) 우리나라 공식 지도는 국토교통부 ․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대

한민국 전도를 의미하며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르면 북한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미수복 ‘지역’으로 통

합의 대상이 된다. 반면, 통일부 ․ 통일교육원에서 발행한 통일

교육지침서인 �평화 ․ 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2018)�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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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남북은 상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교육부 검정 기준은 전자의 규정에, 국토

교통부 공식 지도는 후자의 규정에 더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8)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북측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보

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물품으로 대신하였는데 초

코파이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아무리 초코파이를 제

공해도 초코파이를 먹고 난 포장지는 찾기 어려웠다. 그 이유

는 초코파이가 북한의 지하 시장(장마당)에서 비싼 가격으로 

현금화되었고, 지하시장의 유통망을 통해 북한 전역으로 공급

되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합작으로 세워진 

개성 공단의 존재와 함께 자본주의 문화를 습득하게 되었다. 

나아가 남한에 대한 존재감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남한에 대한 

태도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초코파이는 물질적인 것이라보다

는 상징적인 것이 된 것이다(정근식 ․ 김윤애, 2015). 뒤늦게 북

한은 초코파이 대신 다른 간식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자본주

의 문화나 한류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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