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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tatus of South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by reviewing Nuri curriculum develop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thod: Literature review was adopted in order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Nuri curriculum teachers’manuals under the areas and elem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Results: Unification education has been designed to accelerate unification, to

promote the values and attitudes toward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to prepare for the post-unification period. This educ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specific areas: democratic community, democratic citizenship, peacekeeping

and multiculturalism. These areas account for 24.24% of the total contents in

the Teachers’Manual of the Nuri curriculum. The percentage of the contents

helpful to understand North Korea and unification, however, is merely 0.25% of

the total contents, and the elements are not fairly balanced. Such content

coverage of the teacher’s manuals for kindergartens is 2.83% higher than that

for preschools.

Conclusion/Implica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include that the

elem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take a more balanced approach

with more integrated and broader coverage. The elements also need to be

revised so that both kindergarteners and preschoolers can get access to

unification education of the same quality.

key words unification of two Koreas,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Nuri curriculum, teachers’ manual

Ⅰ. 서 론

2017년 4월 15일 북한의 김일성 105번째 생일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열병식을 개최

하는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비롯하여 각종 전략 무기들이 등장하였

다(SBS, 2017). 이를 둘러싸고 미국 트럼프 정권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주변 해

역 재전개와 일본정부의 한국여행 자제공지 등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증폭시키며 현재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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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의 이목이 동북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다.

휴전 이래로 위와 같은 일촉즉발의 남북한 대치상황은 한편에서는 안보증강이라는 국방력 증

대의 중요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통일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전자에 비해 후자에 대한 국가 및 민간차원의 지원과 실행은 상대적으로 미약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 제재조치 우선의 통일정책으로 인해 후자 논

의는 지난 10여 년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 중에서도 아동을 위한 국가적 통일교육 정책과

실천은 거의 실종에 가까울 만큼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논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

서도 국민들은 각종 국내외 언론과 방송을 비롯하여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에 관

련한 각종 정보와 뉴스를 광범위하게 접해왔다(함규진, 이신애, 장세영, 2015). 아동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북한과 통일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내외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북한 관련 정보에는 비민주적이고 몰인권적인 북한의 모

습이나 전쟁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더 빠르게 확산

되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는 북 관련 소식을 더욱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 구성

하고 있다(함규진, 이신애, 장세영, 2015).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유아를 비롯한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아무런 교육적 장치나 거름망 없이 제공될 경우 북한이나 통일에 대

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김신희, 이우영, 2014). 아울러 여기서 우려되는

바는 한 번 형성된, 특히 아동기나 유아기에 형성된 고정관념은 이 후 수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하현정, 손유진, 2013)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동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올바른 또 적합한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적합한 통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바른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고 통일한국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통일교육이라 할 수 있다(강봉

수, 2007).

통일교육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과제인 통일(헌법전문, 헌법 제4조)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자 기본교육이다

(박찬석 등, 2000; 유영태, 2004). 이것은 단순히 단일민족이라는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것

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가치와 원칙을 포함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아래 민족공동체의

식을 형성하고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2013). 이와 함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통한 교육만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가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일컫는다.

통일교육에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요소가 포함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박찬석,

2003; 이광업, 2003; 이정화, 2002).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달성할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통일국가에서의 삶을 대비하는 것에 있다. 즉, 통일에 대한 가치와

태도, 살아가는 방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함규진, 이신애,

장세영, 2015).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용어나 정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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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윤진, 양미선, 조아라, 2015; 통일

교육원, 2014). 통일 자체가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통합하고(김중균, 2012; 김진선, 2003; 통일교

육원, 2014), 통일 이후 삶의 방식까지 습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박찬석 등, 2000). 따라서

통일교육은 북한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평화통일의 과정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이루게

될 민족공동체로서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의 태도까지 아우른다(조휘제, 2011; 차우규,

2005; 추병완 등, 2002; 통일교육원, 2014). 이는 삶과 동떨어진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삶의 순간

과 연결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강봉수, 2007). 이에 많은 학자들은 통일교육에 민족

공동체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실제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진선, 박문갑, 김호성, 김항인, 2000; 유영태, 2004; 차우규, 2005; 추병완 등,

2002).

한편, 오늘날 유아들은 가정을 제외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국가의 공적 자금이 제공되는 유아를 위한 학교이다. 학

교는 그 나라의 시민을 키우기 위하여, 그 시대의 가치나 철학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리

고 통일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과제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서 반

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중 하나이다(이윤진 등, 2015;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2013; Heater,

2007). 이 점을 볼 때 통일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필수에 해당하는 유아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가? 어떤 통

일교육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는가?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인식과 교사교육은 어떠한가? 등

등 유아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유아통일교육의

방향정립과 내용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의 현황을 평가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신승재, 2014).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자칫 탁상공론의 혹은 한 쪽으

로 기울어진 유아통일교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국가의 의도가 반영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편

성․운영해야 할 기준을 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이에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계획, 운영, 실

천하고 있다(김숙자, 홍희주, 김현정, 한미선, 2014).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결

국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리

과정 속에서 제시된 통일교육의 내용은 실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아

통일교육 내용의 현주소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이윤진 등, 2015). 이런 점에서 올바른 유아통

일교육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현황분석은 누리과정 속에서 제시된 통일교육 내용 파악을 통해

서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는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한편,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누리과정의 이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아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누리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유아통일교육과 관련된 선행연

구는 지금까지 활발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김명화, 2001; 박혜숙, 2001; 이윤진, 구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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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성애, 김숙자, 최민수, 2003)가 있으나, 이는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한 것일 뿐 누리과

정과는 연결시키지 않았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

였으나(김숙자, 2001; 김숙자, 지성애, 최민수, 서성미, 2003; 이명희, 2000; 최민수, 김숙자, 지성

애, 2002),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윤기영, 서규선, 김지영, 조경희, 이

미숙, 1997; 이원영, 이태영, 이경민, 정혜원, 강희정, 2001; 홍순옥, 서현아, 김경미, 이해정, 김유

정, 2012). 더구나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치원에 제공되었을 뿐, 어

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교육으로는 제시되지 못했다. 아울러 개발된 프로그램

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으나(권태현, 2007; 서규선, 조경희, 1995; 윤기영, 2006),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통일교육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또 현실적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통일교육 관련 누리과정 연구는 이윤진 등

(2015)과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유치원(2014)이 일부내용으로 다룬 것 외에는 찾아보기

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유아통일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

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누리과정을 운

영함에 있어 교사가 참고하고 적용하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목표로 진술된 통일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통일교육의 현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진술된 활동목표 안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영역별(민족

공동체 통일교육, 민주시민 통일교육, 평화 통일교육, 다문화 통일교육)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치원의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

된 유아통일교육의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되는 통일교육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교

사용 지도서에 진술된 통일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통일교육 자체가 가치지향적인 교육이기

때문에(김중균, 2012; 유영태, 2004),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목표로 진술된 통

일교육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다르게 명명하고 있고 그 내용 역시

조금씩 다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32권, 어

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17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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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어린이집 유치원

계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생활주제 71 39 13 14 12 32 10 11 11

소주제 282 156 49 55 52 126 38 44 44

활동 5,068 2,954 891 958 1,105 2,114 675 744 695

활동목표 11,510 6,425 2,013 2,199 2,213 5,085 1,570 1,763 1,752

<표 1>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과 목표 수

연구의 진행에 있어 각각의 연구대상은 모두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사용 지도서

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누리

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활동과 목표는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통일교육이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안에서 어떠한 목표로 얼마나 분포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한다. 내용분석은 의사소통의 과

정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며, 그 전달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객관

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량화하는 것이다(송인섭, 강갑원, 이경화, 장미경 2007). 그리고 이

것은 연구자의 가설과 연구문제에 따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박

선혜, 2014).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분석의 방법을 통하여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 목표로

제시된 유아통일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1)분석기준 도출

내용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아닌 객관성,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당한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유영옥, 2002).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 1]의 절차를 거쳐 분석기준을

도출하였다.

ㆍ통일교육

문헌분석

ㆍ연구자별

내용영역 고찰

ㆍ공통된

내용영역 도출

ㆍ연구자별

내용영역별

내용요소 고찰

ㆍ공통된

하위요소 도출

ㆍ유목화

상위개념 추출

ㆍ영역, 요소 간

배타성 확인

ㆍ예비 분석

기준 검토

ㆍ분석기준

최종 확립

내용영역

도출

내용요소

도출

내용요소

유목화

분석기준

도출

[그림 1] 분석기준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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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영역 내용요소 하위요소

민족공동체 통일교육 정체성 자아정체성 나에 대한 이해 / 자기문화 이해

국가정체성 한국인으로의 정체성 / 우리나라 이해

소속감, 자긍심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우리의식 한민족의식 북한과 우리가 하나라는 한민족 의식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친구의식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는 친구 의식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동지의식

전통문화 전통놀이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이해

생활문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이해

전통예술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이해

통일 미래상 통일의 의미 민족공동체 구현 의미

공동체 구현 민족공동체 구현 노력

민주시민 통일교육 민주적 가치 민주주의 이해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와 질서 / 인권존중

능동적 참여 참여의 원리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 습득과 이해 올바른 정보습득의 방법 및 능력 습득
정보습득을 통한 바른 이해력 습득

비판적 사고 합리적 결정 위한 분석과 비판능력

조정 및 판단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 및 판단

민주적 문제해결 경청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의사표현 자신의 의사를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토론 및 타협 토론과 논쟁
상충되는 이념과 가치의 조정과 조절

평화 통일교육 평화 이해 평화와 화목 평화적 태도 및 평화에 대한 방향성

갈등의 이해 갈등에 대한 이해와 평화적 갈등해결 위한
지식, 기능, 태도

평화적 공생능력 예의 타인과 공생하기 위한 예의 및 예절

약속 타인과 공생하기 위한 약속 및 규칙

배려 배려와 관용

협동 화합과 협동

나눔 타인을 돌아보기와 나눔의 경험

평화통일 통일 필요성 분단의 폐해
평화의 원칙 이해(평화통일의 필요성)

통일 과정 통일의 과정에 대한 이해

세계평화 일상의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 이해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의 관계성

국가안보 분단현실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이해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의미 이해

평화 안보관 통일과 함께 안보의 확보 필요성 이해

다문화 통일교육 다양성 다양성 이해 삶 속에서의 다양성 이해

다양성 존중 상대의 존중, 문화상대주의

조화와 통합 다양성의 통합 / 수용과 조화의 노력

반편견 반편견
탈선입견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의 탈퇴
반차별과 반편견

북한문화 이해 북한주민 및
이탈주민 이해

북한주민의 문화와 생활 이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와 생활 이해

북한사회 이해 북한의 정치 및 경제체제 이해
북한의 사회제도 및 사회체제 이해

<표 2> 통일교육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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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3세 4세 5세

전체 통일용어 전체 통일용어 전체 통일용어 전체 통일용어

민족공동체 통일교육 6.59 0.06 2.41 - 2.06 0.03 2.13 0.03

민주시민 통일교육 5.05 0.02 1.06 - 1.72 - 2.27 0.02

평화 통일교육 9.52 0.07 2.26 - 3.78 0.02 3.48 0.05

다문화 통일교육 3.08 0.10 0.53 - 1.38 0.02 1.17 0.08

전체 24.24 0.25 6.26 - 8.94 0.07 9.04 0.18

<표 3>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영역별 통일교육 분포 (단위: %)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자별로 통일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영역과

내용요소를 확인하였다. 그 중 다수의 연구자들이 주장한 내용영역을 수렴하여 민족공동체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의 내용영역을 통일교육의 내용영역으로 설정하고, 유사한

요소끼리 유목화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리된 내용요소들을 1차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

서로의 내용요소 간의 상호배타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예를 들어 정체성의 요소는 민족

공동체교육과 다문화교육에 모두 포함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분석준거 간의 상호배타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기술한 연구자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민족공동체교육에 그 내

용요소를 포함하여 분석기준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대상

으로 예비분석을 실시하여 본 조사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최초 기록단위로 분석되어진 예비분석

결과,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기록단위의 분석기준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음이 파악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맥락단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설정된 분석기준은

<표 2>에 정리된 것과 같다.

Ⅲ. 결과 및 해석

1.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속의 내용영역별 통일교육 내용분석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속에 제시된 활동목표 중에서 북한이나 통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전체 0.25%, 민족공동체의식이나 평화의식 등 통일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대한 내용은

전체 24.24%의 분포를 보였다. 누리과정 속에 제시된 통일교육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

과 통일에 대한 직접적 언급만을 통일교육으로 규정한 0.25%와 그 결과를 같이한다(국립공주대

학교 사범대학 부설유치원, 2015; 이윤진 등, 2015). 하지만 통일교육원(2014)은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했고, 이윤진 등(2015)은 유아

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통일의 가치와 태도를 기르기 위한 내용을 통일교육으로

규정했고, 그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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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속에서 통일교육은 평화 통일교육(9.52%), 민족공동체 통일교육

(6.59%), 민주시민 통일교육(5.05%), 다문화 통일교육(3.08%)의 순서로 분포되었고, 연령이 높아

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직접적 내용만을 통일교육으로 한정했

을 경우에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3세는 그 내용이 전무했다. 이는 이윤

진 등(2015)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3세에서도 통일교육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민족공동체 통일교육 내용분석

민족공동체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이 한민족임을 인식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는(통일교육원, 2014)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다.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체제만을 통합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주민들이 진정한 하나가 되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박광기, 2012). 이러한 민족공동체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는 정체성, 우리의식, 전통문화,

통일 미래상으로, 내용요소별 분포는 <표 4>과 같다.

구분 계
정체성 우리의식 전통문화 통일 미래상

계 자아 국가 소속 계 민족 친구 계 놀이 생활 예술 계 통일 형성

3세 2.41 0.67 0.37 0.21 0.09 0.13 0.03 0.10 1.61 0.24 0.82 0.55 - - -

4세 2.06 0.71 0.16 0.24 0.31 0.07 0.03 0.03 1.28 0.27 0.45 0.56 - - -

5세 2.13 0.77 0.15 0.26 0.36 0.12 0.02 0.10 1.23 0.22 0.50 0.50 0.01 0.01 -

전체 6.59 2.15 0.68 0.71 0.76 0.32 0.08 0.24 4.11 0.73 1.77 1.61 0.01 0.01 -

<표 4> 민족공동체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별 분포 (단위: %)

민족공동체 통일교육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내용영역과 다르게 3세가

가장 높았다. 각각의 내용요소별로는 전통문화(4.11%), 정체성(2.15%), 우리의식(0.32%), 통일 미

래상(0.01%)의 순서로 분포되었고, 통일 미래상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세부요소로는 생활문

화(1.77%), 전통예술(1.61%), 소속감(0.76%), 전통놀이(0.73%), 국가정체성(0.71%), 자아정체성

(0.68%), 친구의식(0.24%), 한민족의식(0.08%), 민족공동체 통일의미(0.01%)의 순서로 나타났으

며,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제시되지 않았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 통일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중 민족공동체

통일교육은 남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을 통합하고(이영문, 2005), 새로운 민족공동체

를 형성함으로써(김중균, 2012), 통일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누리

과정 교사용 지도서 안에 통일 미래상을 제시하는 민족공동체 형성의 노력과 민족공동체 통일

의 필요성이 5세에 단지 0.01% 분포되었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누리과정 안에서 통일에 대한 당

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하여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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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민주적 가치 합리적 의사결정 민주적 문제해결능력

계 이해 가치 참여 계 정보 사고 조정 계 경청 표현 토론

3세 1.06 0.10 - 0.03 0.07 0.09 0.03 0.05 - 0.87 0.17 0.63 0.07

4세 1.72 0.65 0.01 0.02 0.63 0.33 0.09 0.10 0.14 0.74 0.16 0.51 0.07

5세 2.27 0.53 0.03 0.02 0.49 0.59 0.25 0.19 0.15 1.15 0.22 0.76 0.17

전체 5.05 1.29 0.04 0.07 1.18 1.01 0.37 0.35 0.29 2.75 0.55 1.90 0.30

<표 5> 민주시민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별 분포 (단위: %)

2)민주시민 통일교육 내용분석

민주시민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가치와 원리에 따라(헌법전문)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더불

어 통일의 미래상을 포함하는 교육이다. 남북한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

록 민주시민의 원리와 방법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강봉수, 2007). 이러한 민주시민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는 민주적 가치, 합리적 의사결정, 민주적 문제해결능력으로, 이러한 지식과 내용은 통

일이 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속에서 민주시

민 통일교육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분포 역시 증가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민주시민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별 분포는 민주적 문제해결능력(2.75%), 민주적 가치(1.29%), 합

리적 의사결정(1.01%)의 순서로, 전 영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세부요소는 의사표현

(1.90%), 능동적 참여(1.18%), 경청(0.55%), 정보습득과 이해(0.37%), 비판적 사고(0.35%), 조정 및

판단(0.29%), 토론 및 타협(0.30%), 보편적 가치(0.07%), 민주주의 이해(0.03%)의 순서로 나타났

다. 민주시민 통일교육 내용요소 중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적 가치 중 민주주

의에 대한 이해 요소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민주주의를 경험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라 볼 때(김용찬,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누리과정이 민주주의 이해에 대한 내용

을 소홀이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3)평화 통일교육 내용분석

평화교육은 통일교육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정용민, 2001).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비평화적 요소를 제거하여 평화를 만들어가

는 적극적인 평화교육(peace making)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정영수, 1993). 통일교육에 있어서

의 평화교육 역시 통일에 대한 평화적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평화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강봉수, 2007). 이러한 평화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는 평화이해, 평화적 공

생능력, 평화통일, 국가안보로 구성되며,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안에서의 분포는 <표 6>에 제시

된 것과 같다.

평화 통일교육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안에서 평화적 공생능력(8.51%), 평화의 이해

(0.90%), 평화통일(0.10%), 국가안보(0.02%)의 순서를 보였다. 평화 통일교육은 우리나라가 추구

하는 평화통일의 원칙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남북의 현실과 평화적 안보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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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평화이해 평화적 공생능력 평화통일 국가안보

계 화목 갈등 계 예의 약속 배려 협동 나눔 계 통일 과정 세계 계 분단 안보

3세 2.26 0.14 0.14 - 2.12 0.12 1.26 0.07 0.38 0.29 - - - - - - -

4세 3.78 0.36 0.30 0.07 3.36 0.17 1.36 0.14 1.25 0.43 0.05 - 0.02 0.03 - - -

5세 3.48 0.40 0.38 0.02 3.02 0.14 0.96 0.18 1.33 0.41 0.04 0.01 - 0.04 0.02 0.02 -

전체 9.52 0.90 0.82 0.09 8.51 0.43 3.59 0.39 2.96 1.13 0.10 0.01 0.02 0.07 0.02 0.02 -

<표 6> 평화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별 분포 (단위: %)

하지만 평화통일은 4세와 5세에 각각 0.02%와 0.01%에 불과했고, 국가안보는 5세에 0.02% 분포

되었을 뿐이다. 이 결과는 평화 통일교육의 대부분은 평화적 공생능력을 습득하는데 치중되어

있고, 통일과 국가의 이해에 관련된 부분은 미흡함을 보여준다.

평화 통일교육의 세부요소는 약속과 규칙(3.59%), 협동과 협력(2.96%), 나눔과 도움(1.13%), 화

목과 평화에 대한 이해(0.82%), 양보와 배려(0.39%), 예의(0.43%), 갈등의 이해(0.09%), 세계 평화

(0.07%), 통일과정(0.02%), 분단의 현실(0.02%), 통일 필요성과 이해(0.01%)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평화적 안보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평화적 안보관은 남과 북의 현실을 이해함으로써 북한

이 함께 통일을 이뤄나가야 할 동반자이면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중적인 존재임을 명확

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동반자로서의 인식만을

강조하는 등 안보의식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박찬석, 2003).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분

단의 현실은 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시하였고, 이중적인 북한의 의미나 평화적인 안보관은 제

시하지 않았다.

4)다문화 통일교육 내용분석

남과 북은 분단 이후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양식이

나 가치관들이 많이 달라졌다. 통일교육은 서로 다른 남과 북이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

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는 나와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것이 다문화 통일교육의 내용이다(박광기, 2012). 다문

화 통일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양성, 반편견, 북한문화의 이해를 그 내용요

소로 하며,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속에서 3세 0.53%, 4세 1.38%, 5세 1.17%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다문화 통일교육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속에서 다양성(2.96%), 북한문화 이해(0.09%), 반편

견(0.03%)의 순서로 분포되어, 대부분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세부요소의 분포에서도 다양성의 이해(1.55%), 다양성 존중(1.22%), 조화와 통합(0.20%), 북한주민

생활 이해(0.05%), 북한이탈주민 이해(0.03%), 북한 사회와 정치 이해(0.01%)의 순서를 보여 다양

성의 요소만 주로 제시됨을 보여준다. 더구나 통일을 대비한 북한문화의 이해의 경우 3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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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다양성 반편견 북한문화 이해

계 이해 존중 조화 선입견 계 이탈민 주민 사회 기타

3세 0.53 0.53 0.26 0.27 - - - - - - -

4세 1.38 1.36 0.76 0.50 0.10 - 0.02 - 0.02 - -

5세 1.17 1.07 0.53 0.44 0.10 0.03 0.07 0.03 0.03 0.01 -

전체 3.08 2.96 1.55 1.22 0.20 0.03 0.09 0.03 0.05 0.01 -

<표 7> 다문화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별 분포 (단위: %)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4세에 북한 주민생활을 0.02% 제시한 것 외에는 모두 5세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3세와 4세에서는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 내용을 교육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2. 교육기관별 통일교육 내용분석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비교하여 그

안에 제시된 통일교육의 분포를 파악했다. 연구결과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활동목표로 제시

된 통일교육은 대체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더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시된 통일교육의 분포를 비교하면, 평화 통일교육만 어린이집이

0.29% 높았고, 나머지는 유치원이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유치원이 민족

공동체 통일교육 1.23%, 민주시민 통일교육 1.06%, 다문화 통일교육 0.38% 더 높은 분포를 나타

냈다. 연령별 통일교육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4세가 8.8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이후

로 5세 7.95%, 3세 6.18%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은 3세 6.35%, 4세 9.05%, 5세

10.4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교육의 분포 역시 높아졌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누리과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민족공동체 통일교육은 유치원에서 3세 2.56%, 4세 2.10%, 5세 2.62%의 분포를 보였고, 어린

이집에서 3세 2.29%, 4세 2.02%, 5세 1.74%의 분포를 보였다. 특별히 민족공동체교육의 세부요

소인 통일 미래상은 유치원 5세에 단 한 건이 나타나 0.02%에 불과했고,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통일교육에 있어 통일 미래상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

린이집은 교사가 재량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아예 진행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민주시민 통일교육은 유치원에서 3세 0.96%, 4세 1.75%, 5세 2.93%의 분포를, 어린이집에서 3

세 1.14%, 4세 1.70%, 5세 1.74%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높아졌다. 총 분포

에 있어서는 유치원이 1.04% 높게 나타났으나, 민주시민 통일교육은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모든

세부요소가 고르게 분포되는 모습을 보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도 미미하였다. 이는 민

주시민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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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민족공동체

통일 교육

정체성 1.92 0.65 0.68 0.59 2.44 0.69 0.75 1.00

우리의식 0.32 0.14 0.06 0.12 0.32 0.12 0.08 0.12

전통문화 3.8 1.49 1.28 1.03 4.5 1.75 1.28 1.47

미래상 - - - - 0.02 - - 0.02

계 6.05 2.29 2.02 1.74 7.28 2.56 2.10 2.62

민주 시민

통일 교육

가치 1.03 0.11 0.62 0.30 1.62 0.10 0.69 0.83

합리적결정 0.93 0.11 0.34 0.48 1.1 0.06 0.31 0.73

민주적해결 2.61 0.92 0.73 0.96 2.94 0.81 0.75 1.38

계 4.58 1.14 1.70 1.74 5.64 0.96 1.75 2.93

평화 통일

통일 교육

평화이해 0.85 0.12 0.34 0.39 0.96 0.16 0.39 0.41

공생능력 8.73 2.13 3.47 3.13 8.22 2.10 3.23 2.89

평화통일 0.05 - 0.05 - 0.16 - 0.06 0.10

국가안보 0.02 - - 0.02 0.02 - - 0.02

계 9.65 2.26 3.86 3.53 9.36 2.26 3.68 3.42

다문화

통일 교육

다양성 2.68 0.50 1.26 0.92 3.32 0.57 1.49 1.26

반편견 - - - - 0.06 - - 0.06

북한이해 0.04 - 0.02 0.02 0.16 - 0.02 0.14

계 2.71 0.50 1.28 0.93 3.54 0.57 1.51 1.46

전체 통일교육 22.99 6.18 8.86 7.95 25.82 6.35 9.05 10.42

<표 8>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분포 (단위: %)

평화 통일교육은 유치원에서 3세 2.26%, 4세 3.68%, 5세 3.42%의 분포를, 어린이집에서 3세

2.26%, 4세 3.86%, 5세 3.53%의 분포를 보였다. 평화 통일교육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높은 분

포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내용영역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에 비해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세부요소에 있어서 유치원은 평화통일의 이해 요소가 4세와 5세에 각각

0.06%, 0.10% 제시되어 소량이긴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

지만 어린이집은 평화통일의 이해 요소가 4세에는 0.05% 제시되었으나 5세에서 그 내용이 사라

졌다. 이는 교육의 연계성의 측면에서 어린이집이 평화통일의 이해 요소를 분절적으로 진행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통일교육은 유치원에서 3세 0.57%, 4세 1.51%, 5세 1.46%의 분포를, 어린

이집에서 3세 0.50%, 4세 1.28%, 5세 0.93%의 분포를 보였다. 이 중 통일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

이 되어 있는 교육은 북한문화 이해요소로 3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4세와 5세의 분포를 살펴보면 유치원에서는 0.2%에서 0.14%로 증가하였는데, 어린이집은 각각

0.02%로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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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속에 제시된 통일교육을 분석함으로써, 유아통

일교육 현 주소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교사가 누리과정을 운영할 때 참고하는 교사용

지도서 안에서 활동목표로 진술된 통일교육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분

석기준을 도출하고, 교사용 지도서 안에 제시된 내용영역별 통일교육 분포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속에 나타난 통일교육은 평화 통일교육, 민족공동체 통일교육,

민주시민 통일교육, 다문화 통일교육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전체 24%에 달하는 분포를 보였다.

이 결과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통일교육이 가능하다는 통일교육원

(2014)의 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다르게 통일교육을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으

로만 한정한다면 전체 0.25%의 분포에 그친다. 이는 누리과정 안에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교육

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유치원, 2014; 이

윤진 등, 2015)와 동일하다.

물론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통일교육이 가능하며, 그러한 접근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이윤진 등, 2015; 통일교육원, 2014). 하지만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직

접적인 이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유영태, 2004; 이광업, 2003; 이상용, 2015). 이는 정치교육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했던 독일이 통일 이후 민족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에서도 증명

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일연수단, 2008; 변종현, 2012). 따라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내

에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일교육과 더불어 직접적인 통일교육 역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교사 스스로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고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안에 교사가 참고할 만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영역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해당 내용요소의 분포는 서로 균등

하지 못했다. 하지만 통일교육은 모든 내용영역과 내용요소가 고르게 제시되어야 하며, 통합적

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김진선, 2003; 박찬석 등, 2000; 변종현, 2012). 따라서 누리

과정 교사용 지도서 안에 각각의 내용영역별 요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내

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교사가 통일교육

에 대해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김진선, 2003; 유영태, 2004).

셋째, 통일교육의 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지도서보다 유치원의 지도서가 통일교

육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

지는 정도가 다름을 나타낸다.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에서 따라야 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박선혜, 2014), 교육의 질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따라서 교사

지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통일교육에서도 마

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어린이집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통일교육을 추가로 구성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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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한 정도의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과는

상관없이 유아가 통일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는 통일교육을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넷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속에 제시된 통일교육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할 때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유치원은 전체

통일교육의 분포 현황과 비슷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교육의 분포 역시 높아졌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4세가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교사용 지도서 개발에 있어 3-4세는 교육부

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것과 달리, 5세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독자적으로 개발

한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분포는 교육의 연계성 측면에서 유아통일교

육의 내용과 분포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교육에 있어 연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처럼(교육과학기술부, 2008), 통일교육도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연계성을 갖추는 노력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유영태, 2004). 통일교육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서로 연관성을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박찬석 등, 2000; 변종현, 2012). 이를

위해서는 3세에도 북한이나 통일을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이 심화․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유아는 3세에 이미 다른 사람의 문화화 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정대현, 곽연미, 2012),

정치적 인식 역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김용찬, 2005). 따라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속에서 통일교육 내용이 3세부터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윤진 등, 2015).

이상으로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를 고찰하고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진술된 활동

목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유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유아통일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유

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민족공동체, 민주

시민, 평화, 다문화 통일교육의 내용영역을 바탕으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내에 통일교육의 모든 내용요소를 고르게 제시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역시 추가해야 함을 주장한다(변종현, 2012; 유영태, 2004).

유아들에게 자연스러운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안에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교육

인 만큼, 통일교육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누리과정을 통해 모든 유아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 속에

제시된 교육내용은 실제 우리나라 유아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유아들에게 통일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면 누리과정 속에 통일교육이 더욱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누리과정 속의 통일교육 내용요소를 고찰하고 그 속에서 통일교

육의 제시를 주장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야 할 유아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기본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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