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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교육을 통한 통일역량강화의 선결문제로, 문학작품 선정 및 교
육방법론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문학교과서에 어떤 작품을 선정할 것
인가의 문제는 곧 청소년 시기에 적합한 문학경험과 정서적 인지적
역량의 성패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행 문학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통일 관련 텍스트를 다
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통일역량 강화에 적합한 문학작품 선
정방안과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했다. 무엇보다 내용적 대상적 차원
의 문제를 고려한 작품의 특성을 제시하고, ‘공감’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언했다. 그리고 이론과 실제의 병행을 위해 ‘연합교육’ 및

‘찾아가는 교실’을 방법론으로 제언했다.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시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
비하지 않으면 통일시대를 낙관할 수 없다. 문학교육을 통해 청소년들
의 통일역량을 점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곧
통일시대를 향한 문학교육의 소임이다. 본 연구 또한 그 길목에서 문
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실질적 응용
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제어 : 공감, 교육과정, 문학교육, 남과 북, 소통, 이해, 통일

Ⅰ.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청소년 문학교육의 실현성
을 탐구하는 데 있다. 준비 없이 이루어진 통일 혹은 통합은 사회적 혼
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시대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
을 위한, 통일준비와 관련된 문학교육 연구가 긴요하다.
기존의 통일관련 연구들을 보면, 통일시대에 문학교육을 어떻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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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준하는 논의1)와 남북한 통합 문학사에 관한 연구들2)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자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학문적
측면의 남북한 문학특성과 통일이후 한국문학사 행로에 대한 논의다.
그리고 좀 더 진전된 논의로는 통일시대에 당면하게 될 문학적 이질감
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3)
그리고 통일관련 작품연구로는 ‘탈북자’를 소재로 다룬 작품 논의가
크게 두 부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탈북자들의 정착과정에서 볼 수
있는 자본주의의 폐단과 그들의 피폐한 삶의 현상에 중점을 둔 연구이
다.4) 둘째, 인물들의 정체성 문제5)와 주체세력의 휴머니즘 정신에 대
1) 2000대 전후를 기준으로 북한에서의 문학교육과 남한에서의 문학교육(주제
와 형식면에서의 교과서분포도)을 연구자들의 시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김
대행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대행, 통일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출판부,
2008.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을 재기한 박
몽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몽구, ｢북한출판물의 민족문화유산 편입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70호, 한국출판학회, 2015, 35～59쪽. 이 연구는
고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민족문화유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기반
의 필요성을 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통일시대를 위한 문학사 기술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논의로 남북한 현대
문학사를 들 수 있다.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그
리고 북한문학사를 분단구조의 현황에 초점을 두고 작가론을 가미하여 체
계적으로 접근한 홍용희와 김재용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홍용희, 통일시대
와 북한문학, 국학자료원, 2010.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3. 그리고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중심으
로 연구한 임옥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임옥규, ｢북한역사소설연구｣, 홍익
대 박사논문, 2005.
3) 김영철, ｢통일문학 방법론 서설｣ 우리말글 제20집, 우리말글학회, 2000,
375～401쪽 ; 노귀남, ｢통일문제 문학과 현실의 거리: 북한소설에서 ‘실천적
리얼리즘’의 모색｣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251～279쪽 참고.
4)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정도상의 찔레
꽃 이대환 큰돔과 콘돔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40집, 한국언어
문화학회, 2009.
5) 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찔레꽃, 바리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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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면적 연구들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통일시대를 위해남․북한에 걸쳐 동시적이고 입
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극복의 가능성”6)을 탐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극복의 가능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학교육으로부터 찾고자 한다. 본 논의를 통해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문학교육의 가능성과 교육 방법론에 천착하여 교육적 활용방안을 탐색
하고자 한다.7) 나아가 교육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8)을 제언하고자 한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5집, 한국문학회, 2010 ; 이성희, ｢탈북소설에
나타난 탈북자의 정체성 구현 방식연구-호네트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 우
리말글 56집, 우리말글학, 2012. 이성희는 찔레꽃을 분석하면서, 사회적
인정이 담보되지 않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는 사회문화적 경험 사이의 간극을 읽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황지영, ｢타자들의 모조 이미지-빛의 제
국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7집, 이화어문학회, 2009 ;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9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 김
윤정, ｢디아스포라 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연구-리나와 찔레꽃을 중심
으로｣ 세계한국어문학 3집, 한국어문학회, 2010 ;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
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문학과 환경 제10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11. 등을 거론할 수 있다.
6) 홍용희, 통일시대와 북한문학, 국학자료원, 2010, 345쪽.
7) 본 논의의 연구대상으로 삼는 문학작품으로는 2012 고시 개정교육과정을
모델로 편찬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11종이다. 이를 제시하자면, 김대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문연구사, 2014 ; 김윤식 외(2014), 고등학교 문학, 천
재교육, 2014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두산동아, 2014 ; 권영민 외, 고
등학교 문학, 지학사.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 창비, 2014 ;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과서, 2014 ; 윤여탁 외, 고등학교 문학, 미래엔,
2014 ; 이승원 외,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신고.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4 ; 조정래 외, 고등학교 문학, 해냄에듀, 2014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4. 이 해당된다.
8) 현재 중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 통일시대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
다. 그러나 기존의 도덕교과서 또한 매우 피상적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천재교육’에서는 <민족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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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문학의 역할과 교육의 가능성,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 방
법론에 천착하여 접근한다.9) 이를 위해 기존의 문학교과서들이 지향하
고 있는 작품 형상화 방법 및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통일
시대 준비를 위한 문학작품 선정방안과 문학교육 활용방안을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문학교과서를 검토한 후 남북한 ‘통일․통합’의 문제 혹
은 이에 준하는 문학작품의 편성분포와 접근방법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문학작품 도입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문학교과서의 작품
도입 및 편성방향은, 청소년들이 통일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미
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현행 문학교과서의 한계점을 살펴본 후
과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단원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민족 통합 방법 찾
아보기.” “새로운 구성원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변순용 외, 고등학교 도덕, 2010, 146-151쪽. 그리고 ‘미래
엔’에서는 <바람직한 한민족 공동체>의 단원에 “통일의 원동력으로서의 민
족애”, “한민족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학습자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
는 것으로 학습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호성 외, 고등학교 도덕, 미래
엔, 2010, 138～142쪽. ‘비상교육’에서는 <민족 공동체 형성의 원동력으로서
의 민족애>라는 단원에 “북한 이탈 주민과 하나가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인가?”를 학습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성민 외, 고등학교 도덕, 비상교
육, 2010, 146～153쪽.
9) 이와 관련된 연구로 본 연구자의 졸고 ｢통일시대를 위한 문학적 접근 방법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탈북자를 소재로 다룬 몇 작품에 국한되어
있으며,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문학교육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양정임, ｢통일시대를 위한 문학적 접근 방법 연구｣ 어문학  제126
집, 2014. 12. 참고.
본 연구는 연구자의 이 졸고를 확장시키는 연구이다. 특히 5장 부분을 확
장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선행논문과 유사하게 논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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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주요 작품
으로는 현재 연구자들에 의해 공론화 되고 있는 북한소설 및 탈북소설
그리고 통일시대를 논할 수 있는 대표적 작품으로 한정하여 논한다. 연
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작품이 가장 현실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에 적합한 통일역량교육의 필요
성과 ‘교수-학습’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문
학교육을 통한 통일역량교육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영역을 확장 심화하
는 교육방법이다. 통일시대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통일시대의 주
역이 될 청소년들이 살아갈 안정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당신들의 통일’
이 아니라 ‘우리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이 함께하는 통일이 되
어야 한다. 그 중심에 오늘의 청소년들이 있다. 청소년들의 통일역량은
도래할 통일시대의 현실적 문제와 직결된다. 본 연구는 통일시대를 준
비하기 위해 고등학교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실질적 응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위한 통일역량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1. 통일역량의 개념 정의
‘역량’이라는 용어는 경제적 가치 확보를 중요시하는 의미에서 “개인

이나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맥클랜드가 “성공적 평가와 그렇지 못한 평가”로 구분
하면서 “지식, 가치, 태도, 지향성”으로 접근하기도 했다.10) 이렇듯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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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을 촉발하고 촉진하는 행
동 능력, 총체적 과업수행능력”11)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량’은 “실제 삶에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적합성을 재고”함으로써 가시적인 능
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동일선상에서 ‘통일역량’ 개념은
주로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역량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통일역량 개념
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국가차원의 정치․경제․외교 역량에 주
로 집중되고 있다.”13)
본 논의에서 사용되는 문학교육으로서의 통일역량은, 통일시대를 안
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적 집단적 역량을 의미한다. 문학교육
으로서의 ‘통일역량’ 요소는 통일시대의 안정적 ‘소통’을 목표로 한 ‘이
해’, ‘공감’, ‘연대감’, ‘대인관계’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통일역량의 의의
는 통일시대의 실제적 삶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하여 개인적․집단적 차원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본고가 문학교육을 통한 통일역량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삶
을 담아내는 문학적 특성에 기반한다. 문학적 특성은 학습자의 삶과 정
서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정서와
삶을 추정할 수 있는 문학작품의 서사적 특성은 간접적인 삶의 체험이
될 수 있다. 학습자는 작품을 통해 남북한의 유사성과 다름에 대해 자
10) 김수암 외,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강화 방안｣ 통일연구원연구총서, 통일
연구원, 2016, 18쪽.
11) 위의 글, 20쪽.
12) 김혜영, 이숙정, ｢역량교육 모델의 진단방향:역량교육과정과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15～16
쪽.
13) 추병완, ｢통일교육에서의 간문화 역량 계발｣ 윤리교육연구 제33집, 한국
윤리교육학회, 2014, 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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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삶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교수-학습’방법이 병행될 때 통일역량을 위한 ‘이해’와 ‘공감’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통일시대와
관련된 정서를 함께 나누며,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연대감’을 쌓아
나갈 수 있다. 연대감은 타인에 대한 수용 및 공감능력에 기반한 통일
시대의 핵심역량이다. 즉, 인간의 정서와 삶을 그려내는 서사적 특성은
통일시대에 필요한 ‘연대감’과 ‘사회적 민감성’14)을 함양할 수 있는 매
개체가 될 수 있다.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북 민중들의 정서적 ‘공감’과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된 ‘소통’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타인의

상황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이다. 서
로의 다름에 대해 인지하고 ‘공감’하는 ‘수용’으로서의 ‘이해’다. 본고는
서로 다른 체제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안정적 ‘소
통’이 작동할 수 있는 ‘이해’와 ‘공감’능력을, 문학교육적 의미의 ‘통일역
량’으로 범주화 한다.15)
14) ‘사회적 민감성’이란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사람은 따뜻한
사회적 애착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보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
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
고 타인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깊이 마음
이 움직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내보인다.” 민병배 외, TCI 기질 및 성격
검사 매뉴얼, 마음사랑, 2017, 21쪽.
15) 최근 통일시대에 걸맞은 문화교육의 방법으로 ‘간문화적 역량 교육’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추병완, 앞의 글, 353-373쪽 참고. 그리고 간문
화적 역량이론을 바탕으로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연구한 논문도 있다.
김미영․유리, ｢통일시대 문학교육의 한 방법,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4집, 청람어문교육학
회, 2015, 131～150쪽 참고. ‘간문화적 역량’은 “반편견, 공감, 참여, 정의,
배려, 책임이라는 가치”로 구성되며 “다문화적 상황을 통해 건설적인 접점
을 모색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통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김신아, ｢세계화 시대 및 다문화사회의 도덕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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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역량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2012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문학교육의 목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

재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16)를 기
르는 것이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서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문학교육의 목적을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
을 기르며,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17) 그리고 “문학
에 관한 태도”로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공
동체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상호존중
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의미한다.18) 그러나 2015
교육과정에서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는 통일시
대 준비를 위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교육과정에 대한

목표로서 간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 서울대 교육학박사논문, 2011, 101
～102쪽.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통일역량 교육은 “언어적․문화적으로 자
신과는 상이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그리
고 적절하게 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타인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포함한다.” 추병완, 앞의 글, 357쪽 재인용함. 이렇듯 ‘간문화
적 역량교육’ 역시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통합’ 교육이다. 이러
한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통일역량’ 역시 ‘간문화적 역량교육’의 개념에
서 논의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과 ‘배려’의 정신
과 상응한다.
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134쪽.
1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122-123쪽.
18) 위의 글,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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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성토작업은 또 다른 영역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 본 논의에
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학교육 목표에 의거하여, 통일
역량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몇 가지로 소략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고력 저하와 정서적 결함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
다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통일시대의 주역은 지금의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의 불안정하고 건조한 정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통일시대의 갈
등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문학교육을 통한 통일역량교육은 바로 이
러한 정서적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소통방식의 변화라는 긍정적 요인을 제공
했다. 그러나 영상매체 과다 접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시각적․감각
적․즉물적인 것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낳았다.”19) 이로 인한 청소
년들의 사고력 저하는 정서적 문제와 아울러 소통장애를 동반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이 통일시대와 맞물리게 되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
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대안은 곧 건
강한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책이며, 그 방법 중 하나가 곧 문
학수업을 통한 ‘통일역량’교육이다.
둘째, 문학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묘사하여, 인간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다. 문학수
업을 통한 통일역량교육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문학교육을 통한 통일
역량교육의 의의는 헤어브란트의 의사소통 훈련과도 닿아 있다. 헤어
브란트는 의사소통 훈련의 목표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목표로 나누
었다. 인지적 목표는 자신과 타인의 문화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적 차원의 영향력을 알면, 각 문화의 다른 점과 공통점을 알게 되
고 문화의 복잡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가 말한 정서적

19) 양정임, 문학과 실천, 세종출판사, 2015,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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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방성, 포용성을 기르는 것이다.20)
문학텍스트가 지닌 서사적 특성은 이렇듯 인간의 정서와 사고를 활성
화시키고 행동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통일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두 체제간의 다름에 대한 쌍방향적
수용이다.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2015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

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은 단순히 두 체제의 제도적 ‘통합․통일’이 아
니다. 두 체제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융화되는 평화
적 통일이다. 그 방법이 바로 상호존중이 바탕이 된 통일역량강화이다.
이 역량은 학습자의 주체적 자각에 의한 내면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학습자의 내면화 과정은 축척될 수 있는 시간을 요한다. 그러므로 문학
교육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교육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렇다면 통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문학교과서의 작품도입 문제와 문학교과서 편성방향이다. 이를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Ⅲ. 문학작품 선정과 활용방안
2004년 홍석중의 황진이가 만해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북

한문학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맞물려 탈북자들의 북한
이탈 과정과 남한 정착과정을 다룬 소설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문단과
학계의 관심도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학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정서와 문화, 체제의 특

20) 김신아, ｢세계화 시대 및 다문화사회의 도덕과 교육목표로서 간문화적 역
량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1, 61～6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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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접할 수 있는 문학작품의 교육적 도입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필수사안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소설과 탈북자 소설이 함의하고 있는 정보와 정서적
배경은 통일시대의 정서와 상황을 추체험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직시한 문학교육방법의 장기적 설
계는,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역량강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북한소설과
탈북자를 소재로 다룬 작품을 문학교과서에 다루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문학교과서 집필시 고려되어야 할
시대별 주제별 학습요소별 가이드라인과 성취기준에 대한 유연성 또한
교육과정에서부터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전제로 통일관련 문
학작품 선정기준과 활용방안을 소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통일시대 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적
차원”의 점검이 고려된 문학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대
상적 차원”에서 학습자들의 경험영역과 수준을 고려한 소재와 내용요
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적절한 작품의 소재로는 통일에 대한 염원, 탈북자의 탈북경로
와 남한정착 과정, 북한의 생활과 정서 등을 다룬 것이 적합하다. 이런
유형의 작품들은 학습자에게 ‘인지적․정서적’ 측면의 이해와 공감, 소
통 역량을 위한 정보와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 통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추정할 수 있
는 작품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1)
21) 이와 관련된 연구로, 김영철, ｢여성 청소년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미래청소년학회, 2008, 147～167쪽. 강일
규, ｢통일 후 한민족 청소년의 청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 청소년
보호지도 연구제 16집.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2010, 31～56쪽. 양미화,
｢미스미디어가 청소년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서울지역 고등학생들 중
심으로｣,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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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간극 속에 존재하는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통일시대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의 예로, 유령22)과 국가의 사생활23)을
들 수 있다. 유령과 국가의 사생활은 통일시대를 위해 우리가 무
엇을 염려하고 고민해야 하는가를 탐색할 수 있는 작품이다.
유령은 내용적 측면에서, 남북의 서로 다른 문화와 정서에서 비롯
된 가치관의 혼란과 정체성 문제의 극한을 잘 그려내고 있다. 대상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경험영역을 반영할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되
어 있다. 그 예로, 탈북 청소년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디지털시대가
가져다 준 시대적 특성과 정체성 혼란을 긴장감 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런 요소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일시대가 초래할 시대적 변화를 청소년들의 관심
과 흥미를 고려한 소재로 접근하고 있어서, 남북의 문화적 다름을 자연
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의 사생활 역시 갑작스럽게 당면할 수 있는 통일시대가 민중
을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두 체
제의 다름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인물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런 요소는 통일시대의 문제적 상
황을 추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또한 이 작품은 흡수통일과

22) 강희진, 유령, 은행나무. 2011. 이 작품은 남북 간의 서로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정서의 다름을 가상과 현실의 세계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풀어내
고 있다. 무엇보다 다름을 수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 이로 인한 삶의 폐해를 잘 그려내고 있다.
23)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13. 이 작품은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작가는 국가 정책에 의한 명분론이 우선시 될 때
민중이 꿈꾸는 통일은 요원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빚
어지는 부정적 상황들은 불평등과 파벌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국
가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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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등 통일방법에 관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무엇
보다 두 작품은 플롯과 주제의 긴밀성, 통일시대의 정서에 적합한 내용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북에 대한 정서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의 예로 거론될 수 있다.
둘째, 두 체제가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담은 작
품을 활용해야 한다. 학습자가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연결해서 “인간적
인 가치를 체험”24)할 수 있고,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의 구조와 의미의 유기성은 학습자의
감성, 감동에 기반한 ‘공감’과 ‘존중’의 경험이 ‘내면화’될 수 있는 과정
을 포함한다.
통일역량의 핵심인 ‘소통역량’은 서로를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으로부
터 출발된다. ‘다름’은 지식적 차원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 존중해야 될 ‘수용’의 부분이다. 공감과 수용은 작품 전체의 유기적
구조를 통해 형상화 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다. 이를 잘 다루고 있는
대표적 작품으로 찔레꽃과 국가의 사생활을 들 수 있다.
찔레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과정과 정착과정을 사실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 인물 ‘나’의 지속적인 번민과 고뇌의 중심에는 항상
‘소통’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작품에 그려진 주인공 ‘나’의 끊임없는

갈등과 정체성 혼란은, 북한에 대한 막연한 심정만으로 세월의 간극을
초월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의 서로에 대한 막
연한 심정만으로는 안정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언어적 혼란’
을 통해 말하고 있다.25) 즉, ‘공감’과 ‘소통’의 정서적 문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함을 이 작품은 말
24) 문학을 대하는 자세로써의 정의적인 목표인 상상력 세련은 학습자로 하여
금 “인간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구인환 외, 위의 책,
83쪽.
25) 양정임, ｢통일시대를 위한 문학적 접근 방법 연구｣, 앞의 논문, 286～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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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고 있다. 또한 ‘왜’, ‘지금’ 청소년들이 통일시대를 고민해야 하며,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절감하게 하는 작품이다. 이
렇듯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정서적 문제를 부각시켜 학습자가 통일준
비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공하면 효과적이다.
셋째, 북한의 문화와 문학적 정서를 잘 알 수 있는 북한작가의 작품
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작가의 작품을 문학교과서에 활용함으
로써 학습자에게 북한의 정서와 문학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경험의 축적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간극 속에 생겨난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2012 국어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편성된 문학교과서에 림종상의 ｢쇠

찌르레기｣와 홍명진의 ｢우주비행｣이 실려 있다. 이 두 작품은 상문연
구사에서 펴낸 문학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다.
통일시대의 염원을 담은 림종상의 ｢쇠찌르레기｣26)와 북한이탈 청소
년의 남한 정착과정을 그린 홍명진의 ｢우주비행｣27)은 남북 청소년들
의 정서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다. 기존의 문학교과서는 ｢쇠
찌르레기｣를 분단문학28)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단 문제를 다룬 북한
소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생각”해 보
자고 제시하고 있다. 심화학습으로는 고은의 ｢성묘｣와 함께 감상하고
남북 분단에 대한 두 작가의 시각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29) 남
북의 두 작가를 비교해 본다는 것은 비판의 영역이 아니라, 두 체제의
다름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26) 림종상, ｢쇠찌르레기｣ 북한우수단편선Ⅰ-쇠찌르레기, 살림터, 1993.
27) 홍명진, 우주비행, 사계절. (제10회 사계절문학상 수상작), 2012.
28) 날개부분에 “분단문학이란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의 현실을 다루면서 분단
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적 가치와 힘을 담고 있는 문학을 이른다.”
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김대용 외, 문학, 상문연구사, 2014, 216쪽.
29) 위의 책, 216～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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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접근방법은 매우 의미있다고 본다. 이 영역을 강화 심화시킨다면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공감’과 ‘소통’능력 향상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의 편성방향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공감’과
‘소통’의 근본이 되는 ‘인지적’, ‘정서적’ 역량 강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일반적인 정보전달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교
과서에 북한문인의 작품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통일시대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본다.
그 외 북한작가의 작품 중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리종렬의 ｢산제
비｣30)와 북한 청소년의 풋풋한 정서와 심리를 잘 묘사한 조희건의 ｢번
개잡이 비행선｣ 또한 유용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북한청소년의 꿈
과 희망을 밀도 있게 풀어내고 있으며, 성장기의 내면 심리를 잘 묘사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청소년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작품으
로 적절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북한 청소년의 일상적 삶을 통해 학습자
가 그들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친근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사회적 분열의 근원이 서로를 차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질감에
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유형의 작품이 시사하는 바의 중
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춘남녀의 사랑과 노동의 신성함을 이야기한 정현철의 ｢희
열｣, 한웅빈의 ｢행운에 대한 기대｣31)도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유용한
작품이 될 수 있다. 사랑이라는 소재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가장 강하게
파고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행운에 대한 기대｣의 풍자와 해
학미는, 김유정과 현진건의 작품을 비교 텍스트로 다루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본다.32)
30) 리종렬, ｢산제비｣ 북한우수단편선Ⅰ-쇠찌르레기, 살림터, 1993, 37～56쪽
참고.
31) 김종희 편, 력사의 자취-북한의 소설, 국학자료원, 2012, 에 실린 작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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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문학작품 선정과 활용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작품선
정과 아울러 교사들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학습자에게 교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국어교사들의 고충은 “교육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업을 변용하고 싶지만 접근 방법을 못 찾고 있
다.”33)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문학교과서가 남과 북의 문화와 정서적
문제를 동시에 논할 수 있는 작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지도하고 있
지만 학교는 교육청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
장 중대한 사안은 “학생들의 대다수가 한국의 문학작품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작품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단편적 지식”을 교
수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사로서의
위축감까지 느끼며 때로는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34)
32) 현행 문학교과서에 실린 작품 중 두 체제의 민중들이 서로의 다름 ‘수용․
존중’할 수 있는 작품으로 광장, ｢장마｣, ｢탈향｣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
은 연구자들에 의해 전후문학으로 분류되고 있다.
광장은 문학교과서에 거의 정전으로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교과
서(우한용 외)의 ‘Ⅶ. 문학과 공동체’ 단원 에, 비상교육(한철우 외)의 ‘Ⅱ.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단원에, 지학사(권영민 외)의 ‘Ⅳ. 문학과 공동체’
단원에, 창비(박종호 외)의 ‘Ⅲ. 한국문학의 역사’단원에, 상문연구사(김대
용 외)의 ‘Ⅰ. 3. 문화와 문학 활동’ 단원에, 천재교과서(정재찬 외) ‘Ⅱ. 한
국문학의 이해’ 단원에, 해냄에듀(조정래 외)의 ‘Ⅱ. 서사 갈래의 흐름’ 단
원에서 최인훈의 광장을 다루고 있다.
｢장마｣는 천재교육에서 펴낸 교과서의 ‘Ⅳ. 문학과 공동체의 삶’ 단원, 좋
은책신사고에서 펴낸 Ⅲ. 3. ‘공동체적 삶’ 에서 다루고 있다. ｢탈향｣은 미
래엔에서 펴낸 교과서의 ‘Ⅲ. 한국문학의 특질’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33) 2017년 6월14일 한겨레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
34) 2017년 6월14일 한겨레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 J
학교 국어교사도 동일한 내용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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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고충은 곧 통일시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
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에 통일시대
를 위한 역량강화 방법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다룰 수 있
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학교육을 통한 통일역량강화
교육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부터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 예견”35)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일선의 교사들이 말했듯이, 우리 교
육의 현실은 교육부의 지침인 교육과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부터 통일시대 준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통일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이와 관련된 작품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
을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인지하는 단계에서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문학교과서
편성방향이 재고되어야 한다.36)
이상과 같이 통일시대를 위한 문학교육 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와 이
론을 바탕으로, 능동적 ‘교수-학습’방법이 융합될 때 체화의 단계를 기
대할 수 있다. 통일역량의 체화는 이론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체
화단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는 ‘공감교육’을 바탕으로 한, ‘찾아
35) 김영하, 새터민을 통해 본 남북한 사회 그리고 통일, 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523쪽.
36) “북한의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편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
한의 유명한 작가나 작품을 제가 잘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
다. 학생들이 남한의 작품을 낯설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북한의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 문화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017년 6월14일 한겨레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 한
겨레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내용은 통일시대와 관련된 문
학작품 편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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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교실 수업’ 혹은 ‘연합수업’을 거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교수학습’방법을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Ⅳ. 통일역량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통일시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북한
에 대해 알고자하는 마음 그리고 알아가는 방법이다. 통일시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접근하지 않고는 통일시대를
낙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인간의 정서와 사상, 문화, 풍토, 사회적 상
황을 조명할 수 있는 문학작품이 필요하다. 문학교육을 위한 작품선정
문제와 활용방안을 앞장에서 논의했다. 앞에서 문학의 내용변인에 초
점을 두고 접근했다면, 본장에서는 ‘교수-학습’이라는 방법변인을 다루
고자 한다.
문학교육을 통해 앎이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하는 것은 곧 마음을
여는 훈련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을 여는 훈련은 대상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의 다름을 ‘존중’하
고 ‘수용’하며, 통일시대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37) 청소년의 정서에 적합한 문학작품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본
논의에서 ‘공감교육’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7) 본고에서 사용하는 ‘수용’, ‘적응’, ‘통합’의 개념은, 베넷이 문화적 감수성의
발달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수용’은 행위의 차이에 대한 존중, 가치의 차
이에 대한 존중이다. ‘적응’은 타인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하며, 서로의 다
름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통합’은 상황적 평
가, 건설적 접점으로 통합적 사고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김신아, 앞의
논문, 70～7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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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교육 학습모형
통일시대 준비의 기본은 북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정서이다. 이
정서교육은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문학을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임
을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역량을 위한 ‘공감’ 교육이 선재
되어야 함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으면,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재량
만으로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교육행정방침과 교과서
를 중심으로 한 학습평가로부터 교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다.
본장에서는 제도적 차원 문제의 선결을 전제로, ‘공감’38)교육 모형에
응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장에서 다루는
공감교육 모형은, 학습자의 반응과정에 초점을 두고 내면화 과정을 돕
는 방법으로써의 목표별 수업모형에 가깝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공감’의 개념은 맑스 셀러가 정의한 이론을 바탕
으로 한다. 맑스 셀러는 공감을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 주체와
대상의 분리, 그리고 대상에 대한 연민”39)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맑스가 말한 주체와 대상의 분리란 자신과 타자의 다름을 학습
자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감정적으로는 동화되지만 자신의
38) ‘공감’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말에 독일의 미학자인 Vischer에 의해 사용된
후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적극 받아들인 용어이다. 인지심리학자 Selman은
공감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기분, 감정과 생각을 충실하
게 경험하고 수용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보
은, 대구교육대대학원 석사논문, 2014, 8쪽 재인용. Meyers는 공감을 “타인
의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공감과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공
유를 통해 타인의 마음 상태를 마치 자기 것처럼 느끼는 정서적 공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중심이론을 주창한 Rogers는 “교육맥락에서의 공감을
학생의 사적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이준
외, ｢공감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학습자중심 교
과교육연구 제16권 제4호, 2016, 147쪽 재인용.
39) 박치범, ｢문학교육에서의 공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4,
3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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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40)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감교
육 모형을 문학수업에 도입하여 ‘교수-학습’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부
분이다. 이는 통일역량 교육의 의의에서 강조한 바 있듯이 이념적 동화
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감교육은 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특성과 인물들의 정서에 상응하
는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학습자는 작품 속 인물의 특성
과 상황적 측면의 언어적 연상을 바탕으로, 인물의 감정과 정서에 상응하
는 공감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누적은 타인의 다름을 자
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통일역량으로 발전한다. 작품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어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도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41)
‘교수-학습’ 방법의 예로, ‘공감대화카드’를 응용한 수업방법을 제언

한다. ‘공감대화카드’는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
는 도구로 상담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감대화카드’
는 Storm & Storm의 감정단어 카드를 참고한 것으로 최근 한국에서
도 개발되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감정인식과 정서교육의 중요성
을 절감하고, “감정에 대한 수용과 함께 감정의 효과적인 발산”을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42) 공감대화카드는 통일역량강화에서 필수적인
‘공감’정서를 육성시키고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도구로 활

용될 수 있다. 기존의 공감카드를 문학수업 내용과 학습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교수자가 ‘응용․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공감카드를 응용한 ‘교수-학습’의 최대 장점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
40) 정재림, ｢공감의 상상력과 문학교육｣ 어문논집69집, 민족어문학회, 2013,
93쪽 재인용.
41)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식’ 학습방법은 타인에 대해 수용 공감의 정서적
부분이 체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는 자기
주도식 학습방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학습만족, 학업성취, 자기
효능감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면서 검증되고 있다.
42) 초등상담나무연구회, 공감대화카드 활용 가이드, ㈜인싸이트, 2013,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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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작품을 읽고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내적으로 조직화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격 속에 용해”43)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평가를 위한 학습도구라기보다 일종의 놀이처럼 활용
될 수 있다. 학습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 상태와 대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된 정서를 조성할 수 있는 학습모형이라 할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진행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공감대화카드 활용수업의 ‘진행순서 및 규칙’44)을 학습
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킨다. 교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습
자는 수업의 전체흐름에 대해 통찰하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특성과 인물들의 정서에 상응
하는 ‘언어’를 연상해 보도록 한다. 이 외 작품의 주제 및 주요 키워드
를 교수 혹은 학습자(개별 혹은 모둠별)가 정하여 밀도있게 다루는 것
또한 효과적이다. 주요 키워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및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모둠원들이 자신이 생각한 주제어

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된다.
작품 속 상황과 인물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마음을 열어가는
사고 과정은 ‘공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활동공간에
펼쳐 놓은 공감카드들 중 문학작품 감상에서 논의된 주제 및 관심사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상응하는 카드를 뽑는다. 예를 들어, 찔
레꽃의 ‘나’가 통일시대와 관련하여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생각되는지,
관련 감정 키워드를 10개 내외로 제시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과정

43) 블룸이 제시한 교육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내면화 과정. 구인환 외, 문학
교육론, 삼지원, 2017, 261쪽 재인용.
44) 공감대화카드의 진행순서 및 규칙은 수업의 내용과 대상, 환경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교수자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 제
시한 내용을 응용하여 교육현장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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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자가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해 자유롭게 연상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넷째, 학습자가 뽑은 카드의 수를 2-3차례에 걸쳐 축소해 나가면
서 핵심감정 카드를 정리한다. 핵심감정 카드의 수는 진행자가 모둠의
형태와 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학습
자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마지막 남은 핵심감정카드를 순서대로 놓고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감
정을 설명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작품 속 인물의 상황과 정
서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상태와 대면하게 된다.
이것은 학습자 자신과의 소통임과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 훈련이 된다.
또한 통일관련 작품을 통한 이러한 학습의 누적은 타인의 감정 및 상
황에 대한 이해, 타인의 상황과 그 입장에서 사고하는 공감능력을 축적
할 수 있다. 여섯째, 발표자의 감정설명을 팀원들이 충분히 경청한 후,
발표자의 감정설명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몸의 반응을 솔직하게 말해
준다. 이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리더는 모둠원들이 발
표자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
히 격려해 줄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표자는 자신
이 존중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감정에 더욱 솔직해질 수 있다. 이 과정은 학습자의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 훈련이 된다. 마지막
으로, 교사가 공감카드 활동에서 나온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피드백
한 후, 발표자의 생각과 느낌을 듣는다. 이 방법이 바로 2장에서 통일역
량 의의로 제시한 바 있는 ‘쌍방향적 수용’이 전제된 통일역량교육이다.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남북한의 문화적 특성 및 인물의 특성을 분석
한 후, 공감대화카드를 활용한 ‘역할 바꾸기 놀이’도 유용한 방법이다.
핵심감정 표현의 ‘역할 바꾸기’ 수업모형은 “감정이입을 실제적으로 구
현해 보고, 작품세계의 진전을 직접 그려내 보이는”45) 상호작용 수업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 또한 앞에서 제시한 1～7까지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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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 개인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훈련 모두 앞의 패턴
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학습 활동이 문학수업을 통해 축적되고
학제간에 연계됨으로써 학습자의 통일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앞의 진행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대화카드 활용수업은 모둠별
학습이 효과적이다. 공감대화의 모둠별 진행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통
일관련 작품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각 인물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과의 다름을 인지하고 갈등을 중
재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다. ‘공감교육’ 학습 모형 도입시 ‘교수-학습’
에서 유의할 점은 첫째,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임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
가 조성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모든 것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문학작품을 통해 문화적 특성과 인물의 정서 등을 이
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의욕이 앞
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거나 상황을 유도할 경우, 학습자의 내면화 과
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공감교육 학습모형
에서 가장 지양해야 될 점이다. 둘째, 학습자가 작품을 통해 이해한 인
물의 정서 혹은 자신의 정서와 호응된 공감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한 카드를 심리상태에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위 시선에 의해 판단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식적
으로 카드를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장에서 제시한 이런 유형의 학습모형을 응용하여 학습자들의 생각
을 토론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활용한다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 막스셀러가 말했듯이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처럼 타인의 감정에 동화되지만 자신의
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본고가 지향하는

45) 구인환 외, 앞의 책,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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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교육이다. 본 논의에서 제언한 ‘공감카드’를 활용한 학습모형이

곧 이러한 ‘공감’ 훈련이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학습모형은 수업운용
의 실제에서 교사의 재량에 의한 창의적 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급별 조건, 교육과정에서의 요구, 학습자들의 특수성, 제재의 친

숙도, 교실의 물리적 심리적 조건”46)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정서적으로 인지되고 내재화된 공감과 소통능력이 체화
의 단계로 나아갈 때 교육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본고가 지향
하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된 통일역량교육이다. 이론과 실천을 병행한
수업방안을 다음 항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동식 수업 및 연합수업
이론과 실천이 병행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기관과 일반학교 간의 이동식수업 및 연합수업을 제언한다. 이 방법은
정서적으로 인지된 ‘공감’과 ‘소통’ 능력이 체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유
용한 교육방법이다. 연합 및 이동식 수업은 환경과 경제 등 세부적 방
법론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론적 문학수업이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는 역동적 수업 즉, 통일시
대를 위한 정서를 몸으로 익히는 교육이 병행된다면 인지적 정서적 역
량강화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국가의 사생활에서 리강이 두려워
했던 “통일 대한민국은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분단 상태였고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보다 더 지독한 지역감정 하나가 추가”47)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 체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느
낄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교육방
46) 위의 책, 306쪽.
47) 이응준, 앞의 책,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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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로 남북의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 소통하는 방법이다. 인간의 삶
을 담아내는 문학작품을 매개로, 두 체제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일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도래할 통일시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활동 및
학교동아리 모임을 통해 통일관련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안타까운 것은 일부 선택된 학생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행평가 점수 및 특별활동 점수 획득을 위한
목적 아래, 주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기
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통한 실현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해 탈북 청소년 교육단체와 연합한 문학적 접근방법
의 현실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탈북청소년 교육단체와의 이동식 수
업48) 및 연합수업의 ‘교수-학습’방법을 소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공동체 문학’ 단원에 실린 통일관련 작품을 읽고
일차적 분석을 끝낸 후 남북청소년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문학작품 선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것이므로 본장에
서는 생략한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통해 접한 정보는 가상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현실의 공간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북한이탈 청소
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49)을 진행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열린교육’

48) 현재 통일시대를 위한 청소년 교육을 위한 동아리 모임이 일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산의 예로, 브니엘고등학교와 장대현학교의 ‘찾아가는
이동식 수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학교가 일정기간을 두고 번갈아가며
서로의 학교로 이동하여 세미나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두 학교의 사례는 학교수업의 연장선이라기 보다는 동아리 모
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참여에 국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
방법을 교육기관에서 공식화하여 문학수업의 연장으로 도입한다면 유용하
리라고 본다.
49) 양정임, ｢통일시대를 위한 문학적 접근 방법 연구｣, 앞의 논문,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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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본형태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찾아가는 교실, 이동식 수
업은 학생들의 이동부터 마음을 열기 위한 준비과정이 된다는 점에서
곧 ‘열린교육’의 실천이다.
둘째, 남북 청소년들이 공통된 문학작품을 미리 읽고 한 자리에 모인
다. 그리고 자유롭게 모둠을 구성하여 작품과 관련한 토의 주제를 정한
다. 이는 곧 남북한 ‘통일․통합’을 위한 산경험이 될 수 있다. 교사는
모둠별 학습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공감하고 반응하는 방법
임을 인지해야 하며, 학습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
다 학습자의 능동적 수업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이
끌어가는 수업모형이어야 한다. 물론 수업과정에서 학습자 간의 이견
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또한 학습자들 스스로 논의의 과정을 통
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중재역할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것 혹은 공
동체가 지양해야 할 것을, 자신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논의를 통해 알아
갈 수 있게 된다.
셋째, 이동식 수업 및 연합수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1항에
서 제언했던 ‘공감교육’ 학습모형의 병행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수-학
습’ 과정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학습모형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방법론은
공감카드활용 방안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다. 유의할 점은, 교사의 사
상이나 이념이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수의 견해가 소
수의 견해를 억압하거나 포섭하려는 무의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한다. 우리는 ‘하나’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거나 수
용하게 함으로써, 통일역량의 순수 의미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위에서 논의한 이동식 수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영상매체를
통한 실시간 수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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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통일 한국시대의 지도자 양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북한이

탈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바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동식 혹은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이론식
수업에서 느낄 수 없는 역동적 수업모형으로, 몸으로 체화할 수 있는
공감교육이 될 수 있다. “흄은 인간의 사회적 본능의 중요 현상이 공감
으로 해명”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공동체에서의 ‘공감’은 “단순한 하나
의 감정수준을 넘어서는 국가 공동체의 제일성의 원리”50)라고도 했다.

Ⅴ. 나오며
문학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가공하여 독자에게 전달하
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은 학습자가 현실에서 직간접으
로 당면할 수 있는 실상과 조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본 연구자가
통일시대를 위한 문학연구에 천착한 이유와 의의 또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매여 입시라는 제도권 밖
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공교육이라는 제도적
방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교육의 필요성으로부터 출
발했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대안학교 역시 지금의 입
시제도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탈북청소년
을 교육하고 있는 대안학교 역시 고등학교 문학교육의 현실인 ‘학력 위

50) 이영재, ｢현대공감이론을 통한 공맹철학의 재조명-프란스 드 발의 통섭적
공감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중앙연구원,
2012, 41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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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미래 통일 한국시대의 지도자
양성”이란 구호 아래 통일시대 준비를 외치고 있지만, 제도권의 정책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조사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교육
하고 있는 대안학교 국어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진행했다.51) 조사내용을 본문에 부각시키지 않은 것은 일부 대안
학교 관계자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는 주로 주석으
로 소략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어쨌든 이러한 교육적 현실을 직
시하고, 문학교육을 통한 통일시대 준비라는 교육목표의 현실화를 체
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문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첫
째, 현행 문학교과서를 검토한 후 통일시대와 관련된 ‘공동체 문학’ 단
원의 편성방향과 목표를 살펴보고, 의의 및 한계점을 고찰했다. 현재
11종 문학교과서에 실린 현대소설 중 통일시대와 관련된 작품은 10여

편에 불과하다. 이 10여 편의 작품조차도 7차 교육과정 이전의 이념교
육과 단순한 정보전달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한정된 교과서에서 미약하게나마 북한소설과 탈북자소설
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은 종요로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51) 2015년 3월부터 부산의 ‘브니엘 고등학교’ 학생들과 ‘장대현 학교’ 학생들
이 함께한 일련의 활동들은 통일시대 준비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다. 그러나 이 일련의 활동들은 동아리 모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선별된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대현 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국어과 문학교육이 통일시대 준비와 관련된 교육으로 실
행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요구하는 실적위주
의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2017년 4월 28
일. 장대현 학교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경기도 H교는 교과교육
보다는 사회정착을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문학교육은 교과서에 얽매
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다루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E학교 역시
대학진학과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어수업을 진행하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학교 설문조사 내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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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교과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우려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개정되는 이 제도적 딜레마에 언제까지 교
육계가 허덕여야 할지 안타깝다. 제도권에 의한 제한적 가이드라인에
도 불구하고,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위한 작품도입과 교육적 의미의 가
능성을 제언했다.
둘째, 통일시대 준비에 적합한 작품을 통해 문학적 역량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고찰했다.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은 통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작품선정과 이에 걸맞은 교육방법이다. 본 논
의를 통해 통일역량 강화의 의의에 적합한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타당
성의 근거를 논했다. 그리고 문학교육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 교육방법
및 ‘교수-학습’ 방법을 검토했다. 교육방법으로 통일시대의 핵심이 되
는 ‘소통’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존중’, ‘공감’, ‘배려’의 역량강화 실
현성을 접목시켰다. 무엇보다 이론과 실천이 병행된 문학교육이 학습
자의 능동적이고 체화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음을 논했다. 이를 위해
‘연합 수업’ 및 ‘찾아가는 교실’을 방법론으로 제언했다.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통일
시대 준비를 위한 청소년 문학교육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없다면, 본 논의에서 살펴본 사안들을 차선
책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지향점은 남북한 ‘통합․통일’
에 대한 문학교육방법 논의를 통해, 통일시대의 주체가 될 청소년을 위
한 문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2018년 2월 5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위한 문학작품 도입과 활용방안 / 양정임 279

참고문헌
기본 텍스트
강희진, 유령, 은행나무, 20011.
김종희 편, 력사의 자취-북한의 소설, 국학자료원, 2012.
림종상 외, 북한우수단편선Ⅰ-쇠찌르레기, 살림터, 1993.
박덕규, 고양이 살리기, 청동거울, 2004.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13.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전성태, 국경을 넘는 일, 창비, 2005.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강일규, ｢통일 후 한민족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 청
소년보호지도 연구 제16집,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2010.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연구-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
39집, 한국민족문화학회, 2012.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
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구인한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7.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김대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문연구사, 2014.
김보은, ｢공감대화카드를 활용한 공감교육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

280 石堂論叢 70집

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대학원 석사논문, 2014, 3쪽.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김수암 외,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강화 방안｣ 통일연구원연구총서,
통일연구원, 2016.
김신아, ｢세계화 시대 및 다문화사회의 도덕과 교육목표로서 간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 서울대교육학박사논문, 2011.
김신영․백혜정,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제42집
6호, 한국사회학회, 2008.

김영하, 새터민을 통해 본 남북한 사회 그리고 통일, 경북대학교출판
부, 2011.
김영철, ｢통일문학 방법론 서설｣ 우리말글 제20집, 우리말글학회,
2000.

김윤정, ｢디아스포라 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연구-리나와 찔레꽃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3집, 한국어문학회, 2010.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2014.
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찔레꽃, 바리데
기를 중심으로｣ 한국논총 제55집, 2010.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3.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두산동아, 2014.
김혜영, 이숙정, ｢역량교육 모델의 진단방향: 역량교육과정과 교육효과
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김호성 외, 고등학교 도덕, 미래엔, 2010.
노귀남, ｢통일문제 문학과 현실의 거리: 북한소설에서 실천적 리얼리즘
의 모색｣ 현대북한문학연구 창간호, 1998.
림종상, ｢쇠찌르레기｣ 북한우수단편선1, 살림터, 1993.
민병배 외, TCI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마음사랑, 2017.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위한 문학작품 도입과 활용방안 / 양정임 281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2-12 고시 교육
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99집,
한국어문학회, 2014.
박몽구, ｢북한출판물의 민족문화유산 편입 연구｣ 한국출판학연구통
권 제70호, 한국출판학회, 2015.
박치범, ｢문학교육에서의 공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4.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변순용 외,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2010.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 창비, 2014.
박호성, 공동체론-화해와 통합의 사회․정치적 기초, 효형출판, 2009.
서경식,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12.

양동안, 사상과 언어, 북앤피플, 2011.
양정임, ｢통일시대를 위한 문학적 접근 방법 연구-국가의 사생활, 유
령, 찔레꽃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26집, 한국어문학회,
2014.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전후소설 교육방안-이데올로기 교육

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7집, 우리어문학회, 2013.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문학과 환경 제10권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1.
오창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문학평론 연구-‘수령형상 창조․붉은
기 사상․강성대국 건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한
국근대문학회, 2007.
오창은,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 실천문학사, 2011.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학에 대한 관점의 전환｣ 국어교육연구제40집,
한국교육학회, 2006.

282 石堂論叢 70집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과서, 2014.
윤여탁 외, 고등학교 문학, 미래엔, 2014.
이영재, ｢현대 공감이론을 통한 공맹철학의 재조명-프란스 드 발의 통
섭적 공감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
구원, 2012.
이성희, ｢탈북소설에 나타난 탈북자의 정체성 구현 방식연구-호네트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56, 우리말글학회, 2012.
이준 외, ｢공감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14호, 2016.
이창식, 황연경, ｢청소년 통일역량 설문문항 개발 및 효과검증｣ 통일
문제연구 제28권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6.
임옥규, ｢북한소설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05.
임유미․이영숙, ｢이영숙 박사의 한국형 12성품 교육론이 청소년의 대
인관계 및 주관적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성품저널, 한국
성품협회, 2012.
이춘길 외, 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한국문화정
책개발원, 1998.
이승원 외,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4.
장성숙,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
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학국심리학회, 2004.
정임숙․전영평, ｢탈북자 인권 운동과 정책대응방식의 평가｣ 국가정
책연구 제23권 제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정재림, ｢공감의 상상력과 문학교육｣ 어문논집69집, 민족어문학회,
2013.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4.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선인, 2012.
조성민 외, 고등학교 도덕, 비상교육, 2010.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위한 문학작품 도입과 활용방안 / 양정임 283

, 고등학교 문학, 해냄에듀, 2014.

초등상담나무연구회(2013), 공감대화카드 활용 가이드, ㈜인싸이트,
2013.

추병완, ｢통일교육에서의 간문화 역량 계발｣ 윤리교육연구제33집, 한
국윤리교육학회, 2014.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4.
황지영, ｢타자들의 모조 이미지-빛의 제국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
집 27집, 이화어문학회, 2009.
홍명진, 우주비행, 사계절, 2012.
홍석중, 황진이, 대훈, 2005.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정도상의
찔레꽃 이대환 큰돔과 콘돔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4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 통일시대와 북한문학, 국학자료원, 2010.

다카하시 데쓰야, 이목 옮김,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2008.
사카이 다카시, 김은주 옮김, 폭력의 철학, 산눈출판사, 2007.
임지현․사카이 나오키, 후지이 다케시 옮김,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
트, 2005.
Anthony Giddens, 진덕규 옮김,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1993.
Chang Nancy, 유강은 옮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기, 이상모

색총서, 2006.
Chandra Talpade Mohanty, 문현아 옮김, 경계 없는 페미니즘-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여이연, 2005.
Jean-Luc Nancy, 박준상 옮김,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2.
John W. Kinch, 이동원 옮김, 사회심리학, 하나의학사, 1992.

284 石堂論叢 70집

Maurice Blanchot․Jean-Luc Nancy, 박준상 옮김, 밝힐 수 없는 공

동체, 문학과지성사, 2011.
Pierre Bourdieu, 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Philippe Lacous-Labarthe․Jean-Luc Nancy, 김석 옮김, 문자라는

증서, 문학과지성사, 2011.
Yves Michaud, 나정원 옮김, 폭력과 정치, 인간사랑, 1990.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위한 문학작품 도입과 활용방안 / 양정임 285

Abstract

Introduction and Use of Literary
Works for the Preparation Education
of Unification Period
- Centered on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Yang, Jung-im

This is study is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method of literary
education for the preparation of the unified era. A studied the need
and methodology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literary education
through appropriate texts for the preparation of the unification era.
It is a way of education through exchanges with alternative schools
of refugee north korean youth.
The current literary textbook focuses on the achievement criteria
of the curreculum, and is not covered by the unification relate tex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election direction of literary works
that were appropreate for strengthening the unification capacity.
And the theory ane practice of this premise, “Here” “Now” and
“Professor-Learning” for the realization of a realistic leterary
education. For example, the cultural characteristic of literary work
and the “language” that fit the sentements of youth were presented.
The “teaching-Learning” method based on empathy education
methodology can be found to be a good way to deepen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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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fication capabilities.
This is an efficient way to explore the realities, issues and
alternatives of the literary approach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must be preceded by the realization of the
educational goal of preparing a unified era through literary
education. Removable classed with alternative schools are difficult
without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support.
Key Words : communication, North and South, unification,
curriculum, literary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