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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70여년 남북 분단은 기성세 에서 발생하 지만, 통일은 지 의 청소년 세 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통

일시 의 주도  주역세력으로서의 청소년이 자기의 시  소임을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 해서

는 이성 인 정치․경제 이론의 학습과 연구뿐만 아니라 기본 인 인성의 훈련도 필요하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정서  이질감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조 하며 타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공감이 용이하며 가치 지향 이어야 한다. 

남북한 공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통문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의 유사성을 토 로 공감이 용이하

므로 통일·인성교육에 있어서 구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일과 사회․

문화  통합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에서 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통문화의 구체화 된 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차문화를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을 해 용 가능한 콘텐츠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 중심어 :∣통일․인성교육∣통일문화콘텐츠∣전통문화∣차문화∣
Abstract

The division of the South and North of 70 years has occurred in the old generation, but the 

reunification is now handled by the youth gen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ain basic 

human nature as well as learning and research of r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theory in order 

for young adolescents as leaders in the unification era to carry out their own duties faithfully 

and responsibly. In this paper, I rediscover the value of traditional culture in the human nature 

education that aims for reunification,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and propose tea culture as 

contents that can be applied to reunification and the human nature education of youth as 

reunification culture contents as a concrete program of traditional cultur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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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  사명으로서 헌법상으로도 

명문화되어있는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재 한민국

은 분단 70년, 그어느 때보다 통일에 한 담론을 내

외 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구체  통일의 비를 

필요로 한다. 학교의 통일교육, 민‧  단체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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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련 연구와 심포지엄, 지방단체의 지역축제와 행

사로서의 통일문화 등 통일에 한 다양한 콘텐츠를 시

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한 우리들의 

심과 통일의식은 오히려 낮아지고 남북한 주민의 친

근감 련 조사내용에서도 정서  이질감과 반목, 불신 

등 다양한 사회  갈등을 보이고 있다[1].

청소년들의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의식 한 쟁

의  등에서 벗어나는 것과 국력의 강화라는 이성

이고 합목 이며, 나아가 실리 인 차원의 인식이며, 

역사  한민족공동체의 회복이라든가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등의 감성  시각은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2]. 청소년의 학교 통일교육은 북한 

 통일문제에 한 단능력 함양(인지  측면), 북한 

 통일문제에 한 정서  민감성과 극성 함양(정의

 측면), 통일을 한 실천의지와 실천능력 함양(행동

 측면)이 통합 이면서도 유기 으로 다루어져야 한

다[3]. 청소년이 시  소임으로 통일을 성실하고 책임

성 있게 수행하기 해서는 통일에 한 인지  측면의 

학습뿐만 아니라 정의  측면의 기본  인성 훈련이 필

요하며, 이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정서  이질감과 불

신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과 사회․문화  통합을 완성해나가는데 

갈등을 완화하고 조 하며 타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공감이 용이하며 가치 지향 인 것이어야 한다. 이에 

남북한 공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통문화에 한 공

감과 언어의 유사성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

며 구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문화는 

통일 비 과정에서 공감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공동체에 한 정체성을 갖게 하

는 주요한 요소이며 구심 으로 창조  계승 한 가능

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 사회․문화  통합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을 해 통문화와 차문화 속에 담

겨 있는 인성 덕목을 도출하여 용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하여 차문화가 통일문화콘텐츠로 청소년의 통

일․인성교육에 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고에서 통일교육은 반드시 인성교육이 근본바탕이 

되는 통합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통일․인성교

육으로 범주화하 다. 

통일 련 고찰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홈페이지 자료와 더불어 본 

연구자가 통일 련 세미나와 포럼 행사에 참여하여 취

합한 통일 련 실무자들의 강의와 토론 등을 활용하

다. 통일교육 선행연구와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과 

이후 개정된 교과내용, 통일 교육원의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 의회의 조사 자료와 ⌜헌법⌟  련 법률 

등도 고찰하 다.

인성교육에 해서는 청소년 인성 련 선행연구와 

⌜인성교육진흥법⌟을 참고하고, 통문화에 해서는 

통과 문화를 구분하여 선행 연구자들의 단행본과 논

문, 그리고 ⌜문화기본법⌟등을 참고로 통문화의 개

념을 고찰하 다. 그리고 차문화(茶文化)에 해서는 

련 단행본, 자료집, 정기간행물 등과 련 논문을 활

용하 고,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에 한 내용은 단행본

과 선행연구 논문 등을 고찰하고 논의하 다.

Ⅱ. 통일 ․ 인성교육

1. 통일교육

한민국의 ⌜헌법⌟ 문(前文)에는 ‛조국의 민주개

과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라고 규정하

여 한민국 국민의 통일에 한 사명을 명시하고, 제4

조에서는 ‛ 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와 제66조에서 ‛ 통령의 평화통일에 한 성

실한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4]. 1999년에 제정된⌜통

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 지원에 한 필요한 사항

을 명시하고 있으며[5],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임된 통일교육 기본 계획의 

실천을 한 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6].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건 한 안보 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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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 과 태도를 기르도

록 하기 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5].  

즉 통일교육은 민간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임의 인 교육 로그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명시

되어 있는 국가의 정책과 비 을 수행하기 한 의무이

자 필수 인 교육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한 시민들

의 바람직한 가치 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며, 여기

에는 통일을 비하는 교육,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 

한 교육, 통일 이후를 비하는 교육을 모두 포함한

다[7]. 통일교육은 분단 이후 교육의 명칭과 내용이 멸

공교육, 반공교육, 승공교육에서 재는 통일교육으로 

바 었다. 2000년 후로 사회·문화  근의 통일교육

내용이 시도되었고, 특히 7차 교육과정시기(1997∼

재)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원리, 통문화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 다[8].

통일교육의 내용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①

평화  통일, ②자유민주  방식에 의한 통일, ③사회통

합으로서의 통일, ④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민주시민으

로서 상호존 의 통일, ⑤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

지하는 가치 지향  통일을 원칙과 기 으로 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통일교육원의 ‘2014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에 따르면, 통일교육의 목표는 ① 미래

지향  통일 , ② 건 한 안보 , ③ 균형 있는 북한

이며, 통일교육의 내용은 ① 통일문제의 이해, ② 북한

의 이해, ③ 통일환경의 이해,  ④ 통일정책, ⑤ 통일을 

한 과제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어있다[9]. 통일교육의 

내용은 지․정․의(知‧情‧意)로 통합된 통일교육으로 

학습자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손발

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근을 취해야한다[10]. 청

소년이 학교 통일교육에 해 갖는 불만은 통일교육의 

방법에 한 것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이 지루하고 

어려우며, 선생님의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청

소년의 통일교육의 방법에 한 선호도는 강의식 수업

보다는 TV등 시각  매체를 활용한 화나 드라마 등

이 높게 나타나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조사에 따르

면 TV 뉴스가(57.6%) 학교수업(21.8%)보다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11]. 

청소년들은 장학습 심의 통일교육을 강하게 원

하고 북한 방문의 기회가 있으면 극 참여하고 싶어 

하고,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청소년들과 직 인 

화를 나 고 싶어 한다[12]. 체험을 곁들인 통일교육

은 반복 이고 지속 인 신체활동으로서 학교를 벗어

나는 공간에서도 가능한 로그램이어야 한다. 통일은 

일정기간동안의 불편함을 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

다. 이에 해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실천능력이 갖춰

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10]. 청소년의 통일교육

은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공동

체의식은 민족동질성 회복이 선행되어야한다. 민족의 

동질성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 

첫째, 다문화사회로서 이주민과의 동질성근거와 둘째,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남북한주민의 민족동질성의 여

부이다. 통일이 될 때, 북한주민들과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한 비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민족동질성 회복이란 되돌아갈 지 을 상정하는 것

이지만 실은 60여 년간 남북 간의 교류가 거의 이

지지 않은 채 서로 완 히 분리된 삶을 살아온 역사  

경험은 ‘되돌아갈 지 ’이 어디인지 불분명하게 한다

[13]거나 분단체제는 분단국가만을 낳은 것이 아니라 

분단민족을 낳았으며 따라서 분단국가의 통일이 자동

으로 분단민족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14]고 분

석하여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민족동질성은 자동 으

로 회복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공감 가 

없으므로, 오히려 이질화된 사회의 재통합이라는 

에서 남북주민간의 립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

로운 규범과 가치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해온 공동의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공유는 더 깊고 크다. 오랜 세월동안 공

유해온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으로부터 통일을 한 통

합과 공감  형성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청소

년 상으로 시행되는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의 주체로

서 청소년의 역량을 검하고 강화하는 것과 민족공동

체의식의 함양과 더불어 사회․문화  통합의 내용이

어야 한다. 통일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가 해결해야할 민족사  과제이자, 헌법상의 과

제이기도하다. 통일교육은 백년 계를 세운다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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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확신을 갖고 그 내용과 정책 등을 수립하고, 지․

정․의(知․情․意)가 조화되도록 이끌어 가야만 한다.

2. 인성교육

2.1 인성의 개념

인성이란 무엇인가? 일반 으로 인성은 ‘성격’, ‘인격’, 

‘마음’, ‘본성’ 는 ‘기질’과 동의어로 혼용하여 사용하

고, 심리학에서 인성은 성격을 의미하고, 정신의학분야

에서의 인성은 인격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교

육학에서는 인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15], 어로는 

character 는 personality로 번역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인성이란 타고난 인간의 본질로서 구

나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보편 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며 인격은 그러한 인성이 드러나도록 교육이나 훈

련을 받아 다듬어지고 밝 진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인성이 훌륭하다는 말

보다는 인격이나 인품이 훌륭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

며 그 게 표 하는 것이 합하다. 인성과 성격이라는 

말을 혼용하는데, 본 연구자는 인성을 타고난 본연지성

(本然之性)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인성과 성격, 인성

교육을 구분한다. 성격이란 타고난 본성으로서의 인성

이 사람이나 환경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기질이다. 한 

인성교육은 인성이 발 되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인성 

그 자체는 아니라고 구분한다. 따라서 타고난 본성으로

서의 인성은 맹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의 성악설

(性惡說)을 보더라도 교육의 내용은 각각 다르게 나타

나지만, 인간의 본성으로서 인․의․ ․지(仁․義․

禮․智)를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

이 없다. 용에서는 인성을 “하늘이 명한 것을 성(天命

之 性)이라 한다고 하여 천부 인 것으로 이해하 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사덕(四

德)과 양능(良能)과 양지(良知)로 이루어졌다“[15]고 언

하고 있다.

2.2 인성교육의 내용

인성교육이 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에 하여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인성에 한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나 인성교육에 한 내용과 방법도 다양하다.

「인성교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 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

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을 기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

하 다[16].

‘인성’자체는 가치 립 이지만 인성교육은 가치지향

이다. 인성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이 잘 

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인간의 면  조

화  발 을 추구하며 교과  통합교과 인 근을 

요하는 교육이다[17]. 

인성교육은 성격 는 인격의 발달을 돕는 교육  활

동이며 주로 비형식 인 교과과정이나 인간 계로서

[15] 마음을 교육하고 인간이 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다. 즉, 지(知),정(情),의(意)의 마음교육과 인간됨의 가

치교육이 되어야 한다[18]. 인성의 덕목을 선행연구를 

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인성교육 시 요구되는 인성덕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9]

학자 인성덕목

허경철, 조난심 
외 (1994)

기본생활습관: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 위생, 
물자절약
자아확립:근면,성실,자주,정직
효도와 경애 :기본예절,효도,경애
공동체의식:질서, 협동, 준법, 타인존중, 책임, 
봉사, 정의감

조연순 외 
(1998)

자기존중의식 :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민주시민의식 : 준법정신, 봉사정신, 협동정신, 책임
감, 정의감, 애국심, 환경보호의식
타인존중의식: 권위의 존중과 수용, 예의범절, 효, 사
랑, 배려, 정직, 신뢰

박효정 외 
(2000)

정직, 타인배려(연민, 관용. 양보, 친절, 봉사, 헌신), 
공공질서의식(준법의식, 공중질서 준수), 경로효친, 
생명존중, 환경보호의식, 성윤리, 정의(공정성, 용기, 
민주성), 평등의식, 사회연대의식(책임과 협동, 공익
우선, 신의), 애국애족(나라사랑, 민족사랑, 인류애), 
절제(절약, 자기통제, 인내)

강선보 외 
(2008)

전인성, 도덕성, 영성, 생명성, 창의성, 관계성, 민주
시민성

인성교육진흥
법 제2조, 2호 

(2015)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
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본연지성(本然之性)이며 천명지 성(天命之 性)으

로서의 인성은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 의 가치

가 개입되기 어려운 본질이므로 가치 립 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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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인성교육은 인성을 발 시키는데 있어서 가르

치는 사람이나 기 의 목표가 개입되므로 가치지향

일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의 출발 은 수기(修己)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비 을 제시할 수 있고 소속감을 가지

고 공동체에 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치를 내

포해야 한다. 인성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성품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지속성과 반복성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인성교육의 핵심은 가정과 연계성에 있다. 부모

와 가족의 삶을 통해 로 학습되고 해지는 것이 

온 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교육기

에서 알게 된 인성교육 내용을  교육 장과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인성을 교육하

는데 있어서 시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에 걸맞게 

인성의 의미를 확장된 시각으로 연구하고 용해야한

다[17]. 따라서 청소년을 한 인성교육내용과 방법은 

시 , 환경 , 사회․정치  상황을 반 하여 세계시

민의 자질로서 요구되는 인성과 통일시 를 이끌어가

는 주역에게 요구되는 인성이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3. 통일 ‧ 인성교육 

3.1 통일 ‧ 인성교육의 개념

통일의 비와 과제는 체제  삶의 방식의 차이와 

정서  이질감 극복, 그리고 공감  형성과 동질감 회

복의 문제에 해 인지  측면의 통일교육과 정의 (情

義的) 측면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요하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자유민주주의

에 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등에 한 가치 과 

태도[5],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건

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제2조 제2항 제4호에서 민주·

복지·통일조국에 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의 규정

[20]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통일시  

주역으로서의 청소년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일정한 자

질에 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 자질과 통일시민의 자질, 그리고 세

계시민의 자질은 각각 개별 인 역으로 존재하는 것

은 아니며 모두 인성이 근본  바탕으로 요구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는 ‘“핵심 가치·덕목”이

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禮), 효(孝), 정

직, 책임, 존 , 배려, 소통, 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

람됨과 련되는 핵심 인 가치 는 덕목을 말한

다.’[16]라고 규정함으로써 통사회의 덕목의 계승과 

더불어 민주시민의 자질, 통일시민의 자질, 세계시민의 

자질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성의 덕목을 구체 으

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주로 도덕교과  사회교과에서 이루어지

는 통일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달에 치우쳐 정의 ·행

동  측면의 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통일

교육과 인성교육을 별개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

육은 근본 인 철학  바탕으로서 인성이 먼  고려되

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인성교육을 근본 바탕으로 통합하여 이

루어지는 통일교육을 ‘통일·인성교육’이라고 하 다. 본

고에서 통일·인성교육은 통일교육에 있어서 합한 인

성덕목을 발견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이며, 청소년 자신

의 인성덕목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본다. 

첫째, 통일․인성교육은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이다.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해서는 

동질감과 공감 의 형성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진흥

법⌟제2조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핵심 가치․덕목” 

에서 ‘ (禮)’와 ‘효(孝)’ )는 한민족이 공감할 수 있는 

통사회의 인성 덕목이다. 이는 수기(修己)와 치인(治

人)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禮)와 효(孝)는 공감(共感)의 실천으로 의의를 갖고 있

으며, 인내의 실천  인성덕목 내용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녀야할 인성으로서 의의가 

있는 통  가치로서 인내를 제시하 다.

둘째, 통일․인성교육은 통일시 를 한 청소년의 

통일리더십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의 ‘정직’과 ‘책임’의 인성덕목은 특히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은 인간

계에서 향력을 행사하고 비 이나 방향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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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능력으로서[21],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조직구성

원간의 상호작용을 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지식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능력을 행사하는 리

더십보다 공동체 구성원 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

운데 상호 향을 주고받는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를 

인정하고 지지하기 해서는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의 근거로서 정직함과 책임성이 요

한 기 이 된다. 

셋째, 통일․인성교육은 사회․문화  통합을 가능

 하는 인성교육이다. 상 방을 존 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것은 사회․문화  통합을 이루는데 필수

인 인성 덕목이며 핵심가치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

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열거한 인성교육의 핵심 가

치․덕목 가운데 ‘존 ’, ‘배려’, ‘소통’, ‘ 동’은 통일과 

다문화, 세계화가 동시 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

에서 사회․문화  통합을 이루기 해 필요한 인성덕

목이다.

3.2 통일 ․ 인성교육의 방향

통일을 비하기 한 통일․인성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는 첫째로, 통일시 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통일리더

십 양성에 지향 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에 한 시

, 환경  특성의 이해와 청소년의 문화에 한 이해

를 바탕으로 남북한 청소년 모두에게 요구되는 기본  

인성은 인내와 배려, 책임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통일‧인성교육의 방향은 사회․문화  통합

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 간의 반목을 지양하고 갈등을 

리하여 화합하고 력하여 상생 발 을 모색해야 한

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원화 다문화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로서 정서  이질감과 소외의 문제, 다양한 계층과 

구성원간의 분리감과 차별, 불신, 반목의 감정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과 더불어 동시에 고민하고 

비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문화  통합에는 ⌜인성

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 

에서 존 ․배려․소통․ 동의 덕목을 용할 수 

있다. 

셋째로, 통일‧인성교육의 방향은 평화 지향 이어야 

한다. ⌜헌법⌟의 문(前文)에서도 “항구 인 세계 평

화와 인류 공 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4].

세계는 다른 어느 시 보다 평화의 지향이 실하

며, 세계시민의 자질로서 평화 지향  가치 이 필요

한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인성교육의 방향은 청소년

의 평화 지향  가치 의 정립과 민주시민의 자질, 세

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설정되

어야 한다.

 

Ⅲ. 전통문화와 茶文化

1. 전통문화의 개념과 인식

통에 하여 한민국 ⌜헌법⌟ 문에서는 “유구

한 역사와 통에 빛나는”, “모든 사회  폐습과 불의를 

타 하며”라는 문구를 두어 통과 폐습을 구분하고, 

통의 계승성을 제하고 있다. 한 ⌜헌법⌟ 제9조

에서는 ‘국가는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4], ⌜문

화기본법⌟ 제9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유산․ 통문화의 보 과 활용”에 한 문화정책 수립

과 시행하기 한 노력[22],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1항에서 통문화의 계승과 발 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23]. ⌜문화 술진흥법⌟ 제1조에서도 

‘ 통문화 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 술을 창조하

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과 동법 제18조 제2호에서

는 ‘민족 통문화의 보존․계승  발 ’을 명시하여 문

화 술진흥기 의 지원을 받도록 하 다[24]. 헌법과 

각 법률에서는 국가의 통문화의 계승을 한 정책 수

립과 노력을 강조하여 통문화를 요한 정책 상으

로 삼고 있다. 통이란 역사를 통한 한 민족 집단의 문

화 수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시 를 월하여 승 가

치를 갖는 문화를 의미한다[25]. 즉, 통이란 가치와 

더불어 일정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 가

운데 승되는 것이며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져 오면서 재의 삶에 통용되는 것이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 “문화”

란 문화 술, 생활양식, 공동체  삶의 방식, 가치체계, 

통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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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정신 ․물질 ․지 ․감성  특성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22]. 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

(Tylor 1871:1)는 《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를 

“넓은 민족지학(民族誌學)의 의미에서 문화 는 문명

이란 지식, 신념, 술, 도덕, 법, 습, 그리고 기타 사회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 들을 

포함하는 복합  체이다”라고 정의한다[26]. 문화란 

언어나 습, 제도와 같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

유되고 학습되는 지식체계이다. 문화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유형․무형으로 민족의 특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한 역사 인 통과 한 련을 맺고 있다. 문화

는 어느 사회의 형 인 생활양식이다[25]. 문화는 문

명이나 교양, 언론과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술 

는 공연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27]. 문화는 

공동체성과 소통을 통한 공유를 제한다. 개인이 개별

, 일회 으로 하는 행 는 문화라고 할 수 없지만 유

기  계 안에서 공감되고 공유될 때는 문화로서 의미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화는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

역  특성을 반 하여 공동체 문화가 되고 민족 문화가 

되며 지속성을 통하여 역사  통이 된다. 역사  

통과 맥락을 함께한 문화는 통문화가 되는 것이다.

통문화란 무엇인가? 통은 인습과는 엄격히 구별

되는 개념이다. 인습은 역사의 사기능에 있어 부패한 

자로 버려질 운명에 있고,  버려야 할 것이지만, 통

은  새로운 생명의 원천으로서 계승되어야 할 풍습이요 

문화의 소산이다. 통은 역사 으로 생성된 살아 있는 

과거이자 실의 가치 과 미래의 망을 해서만 의

의가 있는 것이다[28]. 통문화란 우리의 역사를 앞으

로 진시키는 구실을 하며 유기체  성격을 띤다[29]. 

즉, 과거로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시공을 함께

한 공동체의 삶 가운데 녹아 있는 가치 내재 인 표

양식이다. 

 

2. 茶文化의 개념과 역사

2.1 茶文化의 개념

‘차’는 원래 지  국의 동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

들의 말이다. 국 복건성 지역에서는 ‘테’라고 하 다. 

‘차’는 한국, 일본, 몽고, 티벳, 인도, 러시아 등으로 

되었으며, ‘테’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국 복건성 하문

으로부터 해로를 통해 차를 수입하면서 유럽으로 

되어 어의 ‘티’(tea)로 불리게 되었다[30].「茶」는

「茗」 는「荈」과 같은 자로 쓰이기도 한다[31]. 

한국의 차문화에서는 일반 으로 '차'와 '다'를 혼용하

고 있다. 의의 ‘차’는 모든 일반 인 기호음료를 통칭

하여 용차(代用茶)와 커피까지도 ‘차’라고 부르고, 

의의 ‘차’는 식물학자 린네가 분류한 Camellia sinensis

라는 학명을 가진 차나무로서, 식물학 상 산다아과(山

茶亞科)에 속하는 상록 엽수에 해당한다. 차나무의 

품종은 온 지역에서 잘 자라는 소엽종인 국종으로 

Camellia sinensis var. sinensis가 있으며 녹차를 만들

기에 합하고, 열 지역에서 잘 자라는 엽종인 아삼

종으로 Camellia sinensis var. assamica가 있는데 이 

품종은 홍차에 합하다[30].

본고에서의 ‘차’는 의의 ‘차’로 찻잎을 채취하여 다

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마시는 것에 한정하고, 차문화의 

개념상 ‘차’를 부를 때는 의의 ‘차’만을 지칭하는 것으

로 한다. 

茶文化란 무엇인가? 茶文化는 공간 속에서 차와 사람

이 만나는 것으로 사람과 차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유

무형의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제다(製茶)․팽다

(烹茶)․음다(飮茶)의 요소 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2]. 차생활은 (禮)와 도(道) 그리고 (藝)의 차원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33]. (禮)와 도(道) 그리고 (藝)

가 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공통 으로 내재되어 

있는 차문화의 가치이지만 그 강조되어지는 정도는 서

로 달라서 각 나라 차문화의 성격을 특징짓는 요소가 

된다. 차문화는 복합 인 문화로서 도구문화와 규범문

화, 념문화의 모든 요소가 내재되어있고 차문화의 충

족조건으로 차(茶)와 차제구(茶諸具), 차인층(茶人

層)[34]을 제시하는 견해와 차와 차제구와 더불어 차법

을 갖춰야 한다는 견해[35] 등이 있다. 차문화의 근본정

신에 한 연구는 통문화의 창조  계승이라는 측면

에서 의의를 내포하며 배타 이거나 폐쇄 이지 않은 

자연환경과 인간 계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생활문

화에 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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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茶文化의 역사

차의 기원은  국의 육우(陸羽, 733∼804)가 쓴『다

경(茶經)』의 기록에 의하면, 음차(飮茶)는 염제 신농

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고 있으며,『신농본 경

(神農本草經)』에 의하면, ‘신농이 백 가지 목을 맛보

다가 하루는 72가지의 독을 먹었는데, 도(荼,즉茶)를 얻

어 해독하 다’고 한다. 그러나 차나무의 원산지는 운

남성 서남지역으로 사천성 일 로서 그 지방에서는 찻

잎을 식용, 약용으로 섭취하고 당나라 시기에는 본격

으로 차를 음용하며 한국, 일본, 티베트 등으로 하

다[31]. 

고구려와 백제의 차에 하여 문서에 의한 기록은 없

으며 출토된 유물이나 벽화 등을 통하여 추정해 볼 뿐

이다. 고구려의 무덤에서 출토된 병차(餠茶), 고구려 무

용총 벽화와 각 총의 벽화, 불교의 래로 미루어 보

면 고구려인의 차생활을 추측할 수 있다. 백제는 4세기

에 불교를 수용하여 6세기에는 불교를 진흥시켰는데, 

기후나 지리, 그리고 국과의 교역과 문화 발달의 측

면에서 볼 때 일 부터 음차풍속이 성하 을 것으로 추

측된다.『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국 차생산지 35

곳  27개 지역이 백제 속하고 인도나 국 등과의 해

상교역의 성행, 한 강진을 심으로 한 도요지 등을 

보면 차에 한 정보나 상품의 교역과 차생활을 추측할 

수 있다[31]. 최 의 공식  기록으로서 『삼국사기』

에 의하면 통일신라의 “흥덕왕 3년(828)에 당에 사신으

로 갔던 렴이 돌아오면서 차의 씨를 가져왔으므로 왕

은 지리산에 심게 하 다.”라고 기록하고 한『삼국사

기』에,「차는 선덕여왕 (632-647) 때부터 있었다(茶自

善德王時有之)」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시  음차의 

주체는 왕과 귀족, 승려나 선비 층인 학자와 화랑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풍류도는 신라의 근본정신이 되며, 

한 차문화의 정신이 되기도 하 다[36][37]. 통일신라의 

차문화는 불교의 승려들뿐만 아니라 귀족과 선비, 일반

백성에게도 리 되었고, 부처에게 공양으로 제를 

올리는 제의(祭 )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요한 제물이 되었다. 

고려시 는 불교문화의 융성과 더불어 한국 차문화

의 성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불교의식은 물론이거

니와 국가의식에도 진다 식(進茶禮式)이 필수 으로 

따랐다[30]. 궁정에는 차를 공 하는 다방(茶房)이라는 

청이 생겼고, 큰 사원 주 에는 차를 생산하여 바치

는 다 (茶村)이 형성되었다. 특별히 차의 성질을 용

한 형주 의(重刑奏 義)나 다시(茶時)는 고려의 독

특한 차문화의 일면이다. 고려시 의 차문화는 종교

인 의식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례의 차로서 특징이 

있으며, 고려 말로 갈수록 종교의 색채는 어지고 유

교의 색채가 강해졌다. 음차(飮茶)를 수기(修己)와 치심

(治心)의 방편으로 활용한 측면은 고려시  차문화의 

유교 인 일면을 보여 다[38].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숭유억불정책으로 불교를 

배척하고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유교사상을 받아 들

다. 조선은 왕실의 종묘나 선다례 주로 변화되어 

왕실 제례나 혼상제의 궁 다례와 사신 맞이 행사에

서 빈다례(接賓茶禮)로 나타났다. 조선에 있어서는 

차문화의 주체가 승려에서 선비들로 바 어 유학자 

심의 차문화를 형성하 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

치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곤궁해졌고 차에 한 세 이 

증가하여 차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 다. 문

인들도 차세가 무서워 마음 로 차를 마시기 어려웠고 

산 의 승려들도 세 이 무서워 마시던 차를 숨길 정도

다. 한편 18세기19세기 차문화는 지식인들의 문화  

성향과 더불어 일상 속에 수용되고 확 되는 경향을 보

인다. 안으로는 일상  차생활 를 도모하고 밖으로

는 다양한 문화 활동  교류의 장에서 음차라는 공통

된 생활양식을 매개로 하여 문화  소통을 모색하고 문

화  욕구를 충족시켜나갔다[39]. 

 한국차문화의 근본정신은 차사(茶事)를 통해 반복

인 신체  동작과 더불어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정신

 경지에 들 수 있으며 개방 이고 역동 인 찻자리로 

공감과 소통을 통한 교류의 자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3. 차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인성

3.1 차의 성품

차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은 차의 물질  성분과 

더불어 그에 근거하여 나오게 되는 생리  효능과 정신

 기능의 측면이 있다. 차의 생리  효능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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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인 음차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음차생활

은 차생활이 되어 차문화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즉 차

생활은 차의 재배에서 차의 음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

물학  요인, 역사  요인, 문화  요인, 술  요인과 

차에 한 법도(法道), 의식( 式), (禮節), 행다(行

茶) 등을 규범화하여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과정을 포

함하는 것이다[40]. 차의 물질  성분에 따른 생리  효

능에 근거하여 정신  기능과 차의 성품이 나오며 행다

(行茶) 즉, 차생활을 통해 차의 성품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한 이러한 차의 성품을 근본으로 하여 차의 

정신과 더불어 차를 음용하는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인

성덕목을 함양하다는 가치를 도출 할 수 있다. 

이목(寒齋 李穆)의『다부(茶賦)』에서 차가 지니는 

탁월한 기질은 ① 차나무의 직근성, ② 차꽃의 정직성, 

③ 차 열매의 의리, ④ 차성에서 터득해낸 차의 정신이

며, 이는 선비들의 고결한 생활철학임을 말한다[35]. 

의(草衣 張意恂, 1786∼1866)는『동다송』에서 차는 군

자와 같아서 사사로움이 없으며 차의 정신은 정(中

正)의 도(道)를 찾는 것이다[41]. 육우(陸羽)는『다경

(茶經)』⌜일지원⌟에서 차는 그 성품이 지극히 차서 

행실이 바르고 검소하고 겸허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이 

마시기에 합하다고하여 정행검덕(精行 德)의 정신

 측면을 부각시켰다[42].

차의 정신을 한국에서는 中, 正을, 일본에서는 和, 敬, 

淸, 寂을, 국에서는 精, 行, , 德을 강조한다[43].

3.2 차의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인성

차의 성품에 기인하여 차를 매개로 지향할 덕목은 일

상생활에서 참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실천의 기  되

는 것이다. 이러한 덕목의 의의는 삶에서 인성으로서 

드러나는 데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례교육이 배려

성과 제성, 존 과 동, 정서  안정감과 우리 통

문화에 한 심, 그리고 에 해 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49]. 청소년이 다례교육을 통

해 차문화를 하게 되었을 때, 이미 통문화라고 인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차문화를 통해 함

양할 수 있는 인성덕목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내와 배려, 책임을 차문화 인성의 출발

으로 삼고자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제

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핵심가치 덕목 ‘ , 효, 정직, 

책임, 존 , 배려, 소통, 동’을  인내와 배려, 책임으로 

압축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차의 정신을 발견하고, 차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출된 인성의 덕목을 삶에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청소년의 통일 ․ 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

화와 茶文化

1. 통일을 대비한 전통문화

남북분단 70여년간 정치  이데올로기의 립체제하

에서의 통일논의에 한 한계는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통일논의를 모색하게 했다. 통일독일이 민족문화에 

한  동질성의 확인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완충지 로

서의 문화의 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통일문화에 

한 연구와 논의는 통일을 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임을 일깨워주었다.

1985년 남북한 간 고향방문단과 술단의 교환은 통

일문화에 한 논의의 시발 이 되었다.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치  상황의 향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는 콘텐츠로서 통일문화가 논의 되어왔다. 

통일문화는 남과 북이 함께 자주 만나서 교류하며 나

는 가운데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민족공동체 의

식을 함양할 수 있다.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

로서의 완충지 는 바로 공동의 역사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통문화이다. 통문화는 분단시기동안의 이질

감을 극복하고 동질감을 찾을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한

다. 1990년 8월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을 제정

하 고, 통일원에 남북교류 력추진 원회를 두어 남

북교류 문제를 조정․심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서 ‘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한 남북한 문화교류의 원

칙’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 어 발표한 바 있다. 첫째, 

분단 이 의 민족 통문화의 우선교류, 둘째 승부  

경쟁  분야의 배제, 셋째 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

손한 표 방법 지양, 넷째 쉽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 

다섯째 공동실행을 한 지속 인 노력 경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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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통일부 간행물자료인「월간 남북교류동향」(2014

년10월호)  ‘남북 력사업’항목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4년 재까지 통일부 승인의 사회문화 분야 력 사

업은 [표2]과 같이 총 156건이 있다. 

표 2. 1991∼2014년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 현황[51]

분야

문화 술분야
종교
분야

체육
분야

교육
학술

기타 합계문화
유산

문화
언어

시각
술
공연
술
문화
산업

소계

승인
사업

20 6 7 20 43 96 11 24 12 13 156

문화유산 부문의 력 승인 건수가 상 으로 많은 

것은 남과 북 모두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동유산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이데올로기의 

개입이 어려워 남과 북의 교류 력이 용이하기 때문이

다[51]. 승인 력사업은 2008년 이후 남북 계의 경색

국면을 맞이하여 거의 단되거나 종료되었고 재에

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겨 말큰사 ’ 편찬사업과 

‘개성만월  남북공동발굴’ 작업이다. 청소년 련 사회

문화사업은 (사)한국청소년사랑회의 ‘재일조선학생소

년 술단’ 청공연[52] 외에는 축구경기가 주를 이루

고 있어 남북 사회문화 력사업의 범 가 확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재 사회문화교류의 상과 범 에 해 ⌜남북교

류 력에 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 력사업”이

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

으로 하는 문화, ,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53]. 

남북한 력의 사회문화 분야 확장을 해 통문화

를 통일문화콘텐츠로서 제안한다. 통문화는 쉽게 공

감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완충지 라 할 수 있고, 그 

가치는 한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에

게도 한류는 하나의 문화로 소개되고 험성을 감수하

고서라도 리고 싶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상이 

되었다.

통일을 비하는 콘텐츠로서 통문화를 활용하는 

시도는 계속 되고 있으며[54]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정서  공감 를 

통해 심리  안정감을 갖게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이

러한 통일문화콘텐츠로서 제시되는 통문화는 씨름 

등의 스포츠 활동을 비롯하여 통문화유산·유 지  탐

방, 통미술품과 공 품의 시, 세시풍속, 민속놀이, 

국악, 한지공 , 한복, 음식문화, 차문화 등을 들 수 있

다. 특히 한국의 자랑할 만한 생활문화로서 통  한

국다도는 오랜 세월동안 이 땅과 기후 속에서 형성된 

한국 사상과 종교가 배어 있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부

분  요소에서 조형, 공 , 시가(詩歌), 주악 등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정체성[55]을 표 할 수 있는 

통문화이다.  

2. 청소년의 통일 ․ 인성교육에의 茶文化 적용

2.1 茶文化 적용의 의의

남북한 청소년 모두에게 차문화사 고찰을 통해 발견

된 차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정신을 토 로 한 인

성으로서의 인내, 배려, 책임은 학교와 가정에서도이 연

계하여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있어야한다.

통일․인성교육에 있어서 차문화를 용하는 것은 

첫째, 차생활화 속에서 차문화의 주체로서 통의 가치

를 발견하고 재에 용하며 미래에도 창조  계승을 

할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다. 둘째, 차문화에 내재된 

통  가치를 통한 공감 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소

통하는 사회통합에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 

2.2 茶文化에 내재되어 있는 인성과 그 적용

2.2.1 인내(忍耐)

인간은 과거와 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를 발견

하는 존재이다. 미래의 가치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소

망, 희망 등 자신의 삶의 목  는 일정한 기  등으로 

표 된다. 인내는 참고 견딤, 제, 그리고 기다림의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인내의 사  의미는 ‘괴로움

이나 노여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고[56], 기 하는 성과

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심지어 성과를 기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바심을 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이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이다[57]. 

21세기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인내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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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는 것 이외에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을 꾸

히 계속할 수 있는 지구력이 요구된다. 인내는 한국인

의 삶속에 내재되어 있는 통 인 덕목으로 통교육

에서의 모든 행실과 인간 계에는 인내가 근본바탕이 

되어 왔다. 개인  인간 계에서의 인내는 (禮)로써 

표 할 수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인내는 질서로써 

표 될 수 있다. 특히 인성으로서 인·의(仁·義)의 실천 

덕목인 (禮)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의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하며 참고 견디는 시간

을 통해 즉자 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 욕구들을 

조 하며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된다. 인내

는 기다리는 행 를 통하여 길러지는 인성이다. 기다림

은 자신의 목 이나 목표를 향해 속도를 늦추거나 다른 

상에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기다림에는 일정한 희생

과 양보가 필요하며 공동의 약속 이행을 제 한다. 

재의 욕구를 조 하고 제를 하며, 즉자 이고 우발

인 행동을 진정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다림을 통한 

인내는 개인의 자아성취를 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 화합과 통합을 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성이다. 

이러한 인내는 차생활을 통해 발견하고 신장시켜 나

갈 수 있다. 인내를 통한 통일·인성교육을 하는 경우, 

차를 마시면서 인내와 기다림에 한 개인 인 경험과 

생각, 느낌을 나 며 북한이탈청소년과 남북한 문화 차

이에 한 의견을 나 고 분단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겪

는 실 문제와 아픔에 해 이야기를 나 며 공동 이

해를 확 할 수 있다. 차 생활 가운데에는 때를 맞춰 기

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이러한 순간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익힌다면 용에서 말하는 시 (時中)을 

알게 될 것이며, 이 한 한국차문화의 정신으로서의 

정(中正)을 익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2.2.2 배려(配慮)

배려의 사  의미는 ‘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 , ② 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다’로 정의되며, 어로는 care 는 

caring인데[58] 이에 한 번역은 배려, 보살핌, 돌  등

으로 학자들 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길리건(C. 

Gilligan)은 배려를 독립 으로 사용하거나 정의하기보

다는 정의 도덕성에 비되는 도덕성으로서 배려윤리

라는 개념으로 사용하 다. 인간 계나 상호의존성, 책

임, 유 , 애착, 동정심, 사랑을 요시하는 여성  도덕

성을 배려윤리로 정의한다[59]. 

나딩스(N. Noddings)는 배려는 부담을 갖는 정신  

상태로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해 걱정하거나 두려

워하거나 염려하는 상태이다[60]. 배려는 타인을 이해

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것이다. 

마음의 나눔은 공감으로 표 되며 공감을 통하여 상

방과의 거리감을 좁 주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 

마음의 나눔 즉, 공감은 물질의 나눔으로 실천하게하며 

나의 이익을 양보하게 한다. 나눔은 반드시 승해야할 

우리의 통문화이다. 걸명(乞茗)이나 사다(謝茶)라는 

차문화를 통해서도 나눔의 문화가 드러난다. 다산(茶

山)과 혜장(惠藏), 의(草衣)와 추사(秋史)로 이어지는 

차의 제조와 걸명에 얽힌 이런 런 시문들의 존재는, 

선인들의 차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차와 함께 오간 마음

의 자취가 그 로 남아 있어, 옛 차인들의 풍류와 멋을 

한층 느낄 수 있다[61]. 나눔은 상 방과 공동체에 해 

사랑하고 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며, 상 방을 

존 하기 해서는 자아존 감이 제가 된다. 

차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차를 

우려내어 마시는 경우 차를 매개로 서로에 한 어색함

이나 거리감을 좁 주고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공감

이 발생하게 되고 소통이 용이하게 이 질 수 있다. 이

러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상 방을 이해하고 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는 공동체정체성을 한 제가 된다. 

찻 자리에서의 나눔 행 를 통해 상 방을 존 하는 동

시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체험하고 차 우림의 행

와 차를 마심으로 마음을 교감하는 공감과 소통이 이루

어진다. 차를 매개로하여 나눔을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의 다름과 같음에 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과 소통이 바탕이 된다면 진정한  배려가 

발 될 수 있다. 

배려와 련한 통일·인성교육에서는 북한에 한 이

해와 더불어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청소년에 한 이

해와 인정, 그리고 수용에 해 이야기를 나 며 공감

를 형성하고, 력하여야 할 것과 극복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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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생각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 통일비

용과 분단비용에 한 인지 측면의 논리  이해뿐만 

아니라 배려 인성을 통해 정의  측면에서 수용과 이

해도를 높일 수 있다. 배려는 나눔을 통해 실 되어왔

던 귀한 통이다. 상 방의 처지를 먼  생각하는 

휼과 용의 배려는 재의 통으로 계승해야하는 인

성이다.

   

2.2.3 책임(責任)

책임의 사  의미는 ‘맡아서 행하여야 할 의무나 

임무’라고 하며, 책임감은 책임을 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고 책임성은 책임을 지려는 성질이나 태도를 의미

한다[58]. 일반 으로 교육 장에서 인성교육으로서 행

해지는 책임과 련된 교육은 책임감 교육이 부분이

다. 본 고에서의 책임은 인성으로서의 책임성을 의미한

다. 책임이란 개인 자신이나 공동체에게 맡겨진 일이나 

임무를 성실하게 끝까지 수행하여 완성하는 것을 말한

다. 한 다른 측면에서 책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 로, 자신이 선

택한 결과에 한 책임의 귀속까지 감당하는 책임이기

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기성세

가 져야하는 책임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과에 한 귀속의 책임 역은 청소년이 감당하기 어

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에서 책임성

을 기르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과제에 해 

소임을 다하려는 태도의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하다. 

책임은 소속감과 주인의식,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한 정체감을 가질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책임지려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며,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한 상호 신뢰가 있을 때 정성을 다하여 끝

까지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발 된다. 책임은 재 민

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시민 자

질이며, 리더십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통일과 사회통합

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성이다. 

찻자리에서 함양할 수 있는 책임은 어떻게 가능할 

까? 찻자리를 주 하는 사람은 상 방에게 차를 

하기 해 찻자리를 마련하고 차를 정성껏 우려 나 어 

낸다. 차를 나 어 낼 때 색, 향, 미가 치우침 없이 골고

루 나눠 질 수 있도록 차의 양과 순서를 조 한다. 차를 

마시는 동안의 화의 내용이나 분 기를 주도하는 일

도 요한데 하게 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고 할 수 있다. 차를 다 마신 후에 다 과 찻잔등 차도

구들을 정리한다. 찻자리  과정에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해당 찻자리

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 하는 주도성으로 책임성이 함

양될 수 있다. 통일·인성교육에서의 책임에 한 인성

교육은 통일의 주도  주역으로서 책임성을 함양하는

데 집 해야한다.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의 교류를 하고 싶은지에 해서 

비해보도록 하고, 북한이탈청소년을 찻자리에 

하여 찻자리 비에서부터 나눔의 실천까지 주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앞으로 통일의 실질  주체는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다. 통일을 이루어가기 해서 비해야 하는 것은 무

엇인가? 실 으로 청소년의 통일 비를 해서는 

무엇보다 인성이 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통일

을 온 히 이루기 해서는 청소년 인성 함양은 첫째

로, 민족동질성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 둘

째, 사회․문화  통합에의 노력, 셋째, 청소년을 한 

통일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통일을 한 주체의 범 는 

더욱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넓어지고 있다. 통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시 를 이끌어가는 세 에 한 

비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두되었음

을 유념해야한다. 사회문화 분야와 련된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은 상 으로 정치  종속성이 낮아서 그 

향을 최소화하고 일 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 남

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력 계의 지속뿐만 아니라 그 

범  한 확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문화  통합을 해서는 정서  공감 를 형성

하게 하는 공통분모와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유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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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함께한 한민족으로서의 공감  형성의 공통분

모는 통문화이며, 다양한 통문화콘텐츠 가운데서

도 일상에서 반복 이고 지속 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

는 생활문화콘텐츠로서 차문화의 용이 유용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한국차문화의 특징은 첫째, 인간 삶의 주

기를 혼상제(冠婚喪祭)로서 일생의례(一生 禮)에 

차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차문화가 일상의 삶으로 수

용되었다. 둘째, 차를 매개로 인간 계의 교류가 확 되

었으며, 셋째, 음차과정(飮茶過程)을 통해 수기(修己) 

치심(治心)이 가능하 다. 넷째로, 차선일여(茶禪一如)

나 오심지차(吾心之茶)와 같은 합일사상(合一思想) 

는 동사상(大同思想)이 차문화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

지고 있다. 다섯째로, 차문화는 종합 술성을 비롯하여 

복합문화  성격을 갖는다.

그림 1.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茶文化의 적용[62]

한국차문화의 역사성과 통성하에 그 근본정신인 

인내와 배려, 그리고 책임 인성을 도출하여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에의 용을 제안한다. 이는 [그림 1] 과 

같이 제시하 다.

본고에서는 통문화로서의 차문화가 통일문화이자 

통일문화콘텐츠로서 통일․인성교육에의 용가능성

을 이론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그러나 문제제기에 

머무는 한계 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찻자리를 통한 구체 인 통일·인성 함양

로그램의 개발  실천 인 용이 이루어지고 차후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의 실험연구도 기 하는 바다.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통일․인성교육을 실시함에 있

어서 차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문화의 범주에서

도 직 이고 극 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

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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