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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살펴보고,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경험과 특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아리
형태의 학습활동을 경험한 전국의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
계시민의식과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들의 세계
시민의식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세계시민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세계시민의식은
낮아졌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접촉 경험과 해외 방문 경험,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가
많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
의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급, 대중매체에서의 접촉 경험, 성별, 가
족 간 의사소통, 해외 방문 경험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뿐 아니라 대중매체 활용
과 가족 간 의사소통 활성화 등 청소년 주변의 풍토 변화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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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성
차별이나 빈부 격차,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고,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를 글로벌 교육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UNESCO, 2015).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제는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글로벌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포함되었다. 그
러나 유네스코는 교육이 단순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하위 목표 중 하나
가 아니라 모든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UNESCO, 2016).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한국
에서도 학교,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세
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서 다루는 세계시민의식이란 무엇이고, 교육경험을 통해 어떻게
의식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박환보 외,
2016). 세계시민의식은 초월적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초국적 다양성을 수

용할 수 있는 다중정체성(multiple identities)을 갖춘 세계시민을 추구하는
데(박경희, 박환보, 2016; Jefferess, 2012), 이러한 다소 추상적인 기풍으
로 인해 세계시민의식의 특징과 변화를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해 대부분의 실천 사례들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교육 목표
를 당연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세분화하거
나 명확하게 제시한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일부 세계시민교육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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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히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은 교육 참여 전후의 의식 변화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어,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는 한계가 있다. 세계시민의식의 변화는 인지적인 측면의 지식 습득을
넘어 가치관의 형성 또는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는
개인 특성이나 이전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경희, 박환보, 2016).
따라서 청소년의 세계시민교육 참여 경험이 세계시민의식의 변화를 이
끌어 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개인 배경 및 경험 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박환보,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세계
시민의식을 일반적인 한국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과 비교함으로써 세계
시민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들의 개인 배경
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세계시민의식은 관점에 따라 강조되는 가치가 다
르기도 하고, 세계시민의식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이 지향하는 가치도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과 경험에 따라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이 학습자 내부에
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면밀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김
진희, 조원겸, 2017). 이러한 시도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계시민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A 시민단체에서 주최한 세계시민교육 페
스티벌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조사하고, 교
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인 특성과 경험에 따라 세계시민의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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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국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효과
1) 세계시민교육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APCEIU),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5). 먼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세계시민교육의 전담
기관으로서 아태지역 교원연수 및 교사교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모
니터링 프로젝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외에도 체험관 운영과
세계시민교육 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 레인보우
프로젝트, 한일 교사대화,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교육,
지구촌 교육지원사업 등 기존의 유네스코 사업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
용을 확장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5). 특히
유네스코학교는 학교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동아리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단위 학교 간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황세영, 김기헌, 2017).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미래세대 국제개발협력교육, ODA 동아리
리더 교육, 국제개발협력 글짓기 및 논문 공모전 등 주로 개발협력에 대
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그리
고 최근에는 ODA교육원을 통해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명시적인 교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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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제시하면서 지구촌체험 전시관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과 체험활동
을 확대하고 있다(황세영 외, 2017).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개발교육, 시민교육, 글
로벌역량 교육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개발NGO인 월드비전은 2007년부터 세계시민교육을 시작하여
현재에는 세계시민학교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
학교, 학급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세계시민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월드비전, 2015). 또한 현직교사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와 각 교육기관에의 파견을 위한 강사양성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
다.

2)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세계시민교육은 여러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가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이성회 외, 2015), 끊임없이 교육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고, 그 논쟁
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Davies et. al, 2005).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 활동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세계시민교육이 청
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실증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한 연
구는 주로 참여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목표 달성정도와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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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김옥순, 2011; 신인순, 김옥순, 2012; 송민경, 2014; 강규원, 오정훈,
2015; 김기헌 외, 2015, 심희정, 2015; 김호순 외, 2016). 이러한 연구들

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서 세계시민의식 수준
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밝히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충분히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관심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 분석에 초
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이외에 세계시민의식과 관련이
있는 개인 배경과 경험 등 학습자의 특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박환보, 2017)에
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계시민교육의 효과를 검증했으나, 학교
교육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시
민교육 실천 사례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2. 청소년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인
국제사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들을 구분하여 세
계시민의식의 실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Oxfam(2015)은 적극적이고 책
임감 있는 세계시민의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식과 이해, 기술, 가치 및
태도를 핵심요소로 설정하였으며, UNESCO(2015)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사고 기능을 강조한 인지적 영역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
한 가치, 태도 및 사회적 기능을 말하는 사회․정서적 영역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 실천과 참여를 강조한
행동적 영역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에서는 성 인지,
국가 및 역사의식,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제관계 이해 수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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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국의 약 3800개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자료를 토대로 세계시민의

식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세계시민
의식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1> 청소년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인
연구자

구성요인

Morais, Ogden

사회적 책임, 자기인식, 간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지
식, 시민단체 참여, 정치적 발언, 세계시민 활동

(2011)

세계에의 관심, 다양성에 대한 인정, 사회정의, 지속가능

Reysen, Miller

성, 타인을 도우려는 실제적 행동, 행동에 대한 책임

(2013)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

Schulz et al.

계 관심

(2017)
윤철경 외

사회정의 및 평등,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타문
화 수용 및 다문화 감수성

(2010)
신인순, 김옥순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세계문제에

(2012)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김태준 외

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

(2016)

관심, 글로벌 의사소통

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가치와 태도 및 실천이 강조되
고 있으며,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성, 글로벌 시민성 등이 구분되지 않
고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Morais와 Ogden(2011)은 책임, 역량,
참여의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자기인식, 간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지식, 시민단체 참여, 정치적 발언, 세계시민 활동의 7가지 구성요인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실천을 강조한 Reysen과 Miller(2013)는 세계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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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다양성에 대한 인정, 사회정의, 지속가능성, 타인을 도우려는 실제
적 행동, 행동에 대한 책임 등 6가지의 친사회적 요인을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인으로 주장하였다.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인을 탐색한 국내 연구 중 윤철경, 박선영, 송
민경(2010)은 Oxfam의 정의에 기초하여 사회정의 및 평등,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타문화 수용 및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 지식 및 이해,
가치 및 태도, 실천 및 실천의지 등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도
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있어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
는 특수한 장애요소들로 연고주의와 가족주의, 반도 민족적 방어심리,
경제력 중심의 인간관 등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러한 내적 저항요인들을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인순, 김옥순(2012)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등의 5가지 영역에서 세계
시민의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김태준 외(2016)의 연구에서는 ICCS 연구
를 확장하여 한국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
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 관심, 글로벌 의사소통 등의 5가지 요
인으로 구성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으
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다양성 존중 및 보편적 가치와 태
도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의지 및 실천 등을 강조한다.

3. 청소년 세계시민의식의 영향요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표 2>와 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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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표 2> 청소년 세계시민의식의 영향요인
연구자

연구대상 및 영향요인

이은경 외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등학생

(2015)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 생활만족도

박환보 외
(2016)
이정우 외
(2016)
김태준 외

-ICCS 2009 조사 참여 38개국의 청소년
-성별, 시험언어, 부모 학력 및 직업, 부모의 정치적 관심, 부
모와의 대화,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한국, 인도의 중․고등학생
-대중매체, 부모님과의 대화, 책, 학교 교과 수업, 수업 외 활동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016)

-학교급, 성별, 학업성취도, 가정의 경제수준

박환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초․중등학생 240명

(2017)

-성별, 해외경험, 학업성취도, 가정배경

황세영 외
(2017)

-전국 5개 권역 초등 4-6학년, 중․고등학생,
-학교급, 학업성취도, 해외여행경험, 세계시민의식 활동경험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
성 중에서 성별, 학교급 및 연령, 학업성취도, 생활만족도 등이 언급되었
다(김태준 외, 2016; 이은경 외, 2015; 지은림, 신광식, 2007). 개인 경험
중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세계시민사회 접촉 경험, 해외여행 경험, 세
계시민의식 함양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교과수업 외의 학생활동
경험, 세계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박환보 외, 2016;
이정우 외, 2016; 지은림, 신광식, 2007; 황세영 외, 2017).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다룬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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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국내외 정치사회적 관
심 정도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과가 확인되었고(Schulz et al., 2010; 박환
보 외, 2016), 성인에게서는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경희, 박환보, 2016). 학교급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는 지은림,

신광식(2007)의 연구에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대학생 집단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황세영 외(2017)도 초등학생 집단이 중․고등학생 집단보다 세계시민의
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태준 외(2016)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낮은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 외 학업성취도와 관
련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
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가 상쇄됨을 밝힌 연구도 있다(김태준
외, 2016).
청소년의 경험과 관련하여, 이정우 외(2016)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SNS,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태한(2013)은 대중매체 중
인터넷 및 온라인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해외여행 경험은 세계시민의식
과 유의한 관련을 맺는다고 보고한 박환보(2017)의 연구와 달리 황세영
외(2017)의 연구에서는 학교급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 세계시민의
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김보민, 박인전(2016)은 봉사경험의 빈도와
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족 간 의사소통이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정도는 국내외 정
치사회적 이슈에 관한 대화를 자주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박환보 외, 2016), 이정우 외(2016)는 한국의 입시위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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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 따른 대화 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대화의 영향력이 적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은 개인의 특성과 경험 및 환경적 요
인에 따라 다방면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
구마다 영향요인들의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나 청소년들을 단일 집단으
로 간주하기 보다는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으로 주로 논의된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외국어 능력, 대중매체에
서의 세계시민의식 접촉 경험,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 경험, 해외방문
및 거주 경험, 가족 간 의사소통을 설정하고, 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대상은 A 시민단체가 2017년 11월에 개최한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에 참가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다. A 시민단체는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가
지고 2008년에 설립된 단체이며, 세계시민의식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서로 토론하거나 발표하는 대회를 설립 이래로 매년 개최하여 왔다. 그
중 2017년에 개최된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은 시도교육청 및 2개 대학
과 협력하여 토론대회와 발표대회를 확대 통합한 교육 사업이다. ‘더불
어 사는 세계시민’을 교육 비전으로 하고, 세계시민 되기,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51

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계시민교육 실천사
례 발표대회, 학생 및 교사 대상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등의 교육 프로그
램을 설계하였다. 참여 대상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해당 연령
의 청소년을 비롯하여 학교 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 교사이며,
청소년 390명, 교사 257명 등 전체 647명이 참여하였다.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구성 프로그램 중 실천사례 발표대회에 참가
한 청소년들은 환경, 공공외교를 비롯한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뤄지는 이
슈 중에서 한 가지를 자유주제로 선정하여 토론, 프레젠테이션 등의 형
태로 발표를 준비하거나 웹툰, 시네마 등의 문화콘텐츠 결과물을 제작하
는 학습활동을 수행한다. 학습활동은 4학년 이상 초․중․고등학생 각
각이 3~5명 내외의 발표 팀을 구성하여 2~4개월 동안 정기적인 학습
동아리 형태로 활동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을 주관한 A 시민
단체는 지역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학교 내 담당 교사가 교육 참여 청
소년들의 동아리 학습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으며, 대회 참여를 위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온라인으로 참가
매뉴얼을 공유하여 참가 청소년들의 이해와 참여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병행하였다.

2. 연구대상의 개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동아리 형태의 학
습활동을 경험한 전국의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2
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응답율은 87.3%다. 연구대상의 개인
배경 특성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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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의 개인 특성
구분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외국어능력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경험

해외방문 경험

해외거주 경험

(n=262)
명 (%)

남학생

96 (37.6)

여학생

159 (62.4)

초등학교

56 (22.0)

중학교

45 (17.7)

고등학교

153 (60.2)

상

168 (68.6)

중

71 (29.0)

하

6 (2.4)

외국인과 자유대화

133 (52.0)

외국인 대화이해

83 (32.4)

학교에서 배운 정도

36 (1.6)

알파벳 정도

4 (1.6)

전혀 못함

22 (8.7)

거의 못함

28 (11.1)

1년에 가끔

102 (40.3)

매월마다

101 (39.9)

전혀 없음

57 (22.5)

1~2번

68 (26.9)

3~4번

35 (13.8)

5번 이상

93 (36.8)

없음

179 (74.3)

있음

62 (25.7)

*결측값은 제외함.

개인 배경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62.4%로 남학생 37.6%에 비해 많이
분포하였고, 학교급은 고등 60.2%, 초등 22.0%, 중등 17.7% 순으로 나
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68.6%로 가장 많았고, 중은
29.0%, 하는 2.4%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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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능력에 있어서도 외국인과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청소년이 52.0%,
외국인의 대화를 이해하는 수준이 32.4%, 학교에서 배운 정도의 외국어
수준을 가진 청소년이 14.1%로 외국어 능력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개인 경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 경험은 1년
에 가끔 하는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월 하는 경우가
39.9%, 거의 못하는 경우 11.1%, 전혀 못한 경우 8.7% 순으로 나타나

입시제도에 따라 자원봉사를 권장하면서 대체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방문 경험은 5번 이상 방문한 청소년이
36.8%로 가장 많았고, 1~2번 방문은 26.9%, 전혀 방문하지 않은 청소

년은 22.5%, 3~4번 방문한 청소년은 13.8% 순으로 나타나 해외 방문
경험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5.7%
이며, 거주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74.3%로 연구대상의 해외 거주 경험
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변인구성
1) 세계시민의식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년에 걸쳐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의 일환으로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조사에서 개발한 세계시
민의식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세계시민의식은 5개 하위요인인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 관심, 글로벌 의
사소통으로 분류되며,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방
식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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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과 내적일관성 검증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각 문항들이 5개 요
인으로 분류됨이 확인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546에서 .916까지 나타나
수용기준 ±.4 이상에 부합하였다. 내적일관성을 확인하는 신뢰도 검증

<표 4> 세계시민의식 측정변인
구성요인
성 인지

문항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신뢰도
.843

나는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조선족 등)이 우리
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생각한다.
이민자에

나는 외국인이나 소수민족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대한 태도

것을 허용해야 한다 생각한다.

.849

나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생각한다.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
한다.
안전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간첩 같은 용의자라
국가 및
역사의식

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596

국가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정부(국가)는 언론을 통제
할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국제관계

나는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다.

관심

나는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에 관심이 있다.

글로벌
의사소통

.870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

.688

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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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는 하위요인별 Cronbach's α계수가 .596에서 .870까지 수용 가능
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세계시민의식
측정변인은 <표 4>와 같다.

2) 세계시민의식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Shultz 외(2017)가 ICCS 연구에서 제시한 세계시민의식
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 선행연구(박환보 외, 2016; 이은경
외, 2015; 이정우 외, 2016; 지은림, 2007; 황세영 외, 2017) 결과를 수렴
하여, 세계시민의식의 영향요인으로 총 10개의 독립변인을 설정하였다.
먼저 개인 배경변인으로는 성별과 학교급, 학생 역량 변인은 학업성취도
와 외국어 능력으로 구성하였고, 개인 경험 변인은

대중매체에서의 세

계시민교육 관련 접촉 경험,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 경험, 해외 방문,
해외 거주 여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인인 가정
환경 및 분위기는 가족 간 의사소통, 가족 간 국제문제 관련 대화다.
이 중 개인 배경의 성별과 개인 경험의 해외 거주 여부는 더미변인으
로 구성하였는데, 성별은 남학생을 0으로, 해외 거주는 거주 경험이 없
는 경우를 0으로 더미처리 하였다. 그 외 변인들은 연속변인으로서, 학
교급은 초, 중, 고등학교로 구성하고, 학업성취도는 상, 중, 하의 3단계,
외국어 능력은 알파벳만 아는 수준에서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4단계로 구성하였다. 대중매체 접촉,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 해외 방문, 가족 간 의사소통, 가족 간 국제문제 대화는 빈도의
정도로 측정하는 변인이므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빈도수를 부연하여 제
시하면서 4점 Likert 척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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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집단과
비교집단 간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평균값을 바
탕으로 집단 간 차이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집단의 개
인 특성들과 세계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 배경, 역
량, 가정 분위기의 3개 영역별 영향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영향의 정도와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세계시민의식 수준 비교
연구집단으로 선정된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조사한 한국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222명이며, 이 중 본 연구에 참여한 262명의 연구
대상과 학교급이 동일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평균값을 확인하여 비
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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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세계시민의식 수준 비교
일반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

구분

(n=10,222)

(n=262)

t-test

M

SD

M

SD

세계시민의식

2.868

.379

3.221

.350

-14.766***

성 인지

2.787

.762

3.467

.663

-14.150***

이민자에 대한 태도

2.959

.649

3.363

.585

-9.864***

국가 및 역사의식

2.956

.581

2.825

.660

3.579***

국제관계 관심

2.534

.773

3.313

.707

-15.967***

글로벌 의사소통

2.972

.689

3.455

.568

-13.362***

***p<.001

전체 한국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은 4점 기준으로 평균 2.868로 중간
수준이었고,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은 3.221로 상위 수준에 해당하며,
전체 청소년에 비해 .35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비교한
t검증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14.766, p<.001).

세계시민의식의 하위 구성요인별 두 집단의 수준을 비교한 t검증 결
과에서는, 전체 청소년과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 간 수준이 모든 요
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 인지(t=-14.150, p<
.001), 이민자에 대한 태도(t=-9.864, p<.001), 국제관계 관심(t=-15.967,
p<.001), 글로벌 의사소통(t=-13.362, p<.001)은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

소년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국가 및 역사의식(t=3.579, p<.001)은 일반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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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한국 청소년은 글로벌 의사소통
(2.972), 이민자에 대한 태도(2.959), 국가 및 역사의식(2.956), 성인지
(2.787), 국제관계 관심(2.534) 순으로 높았고,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

은 성인지(3.467), 글로벌 의사소통(3.455), 이민자에 대한 태도(3.363), 국
제관계 관심(3.313), 국가 및 역사의식(2.825)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내에서 구성요인 간 평균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일반 청소년은 국
제관계에 대한 관심이 .438 차이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데 비해, 세계
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은 국가 및 역사의식이 다른 구성요인에 비해 .642
차이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경험 분석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들의 개인 특성과 경험을 살펴보고자 선행
연구를 토대로 10개의 영향요인을 설정하고, 세계시민의식에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영향요인 투입은 먼저 1단계에서는 개인 배경에 해당하는 성별, 학교
급을, 2단계에서는 학생 역량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 외국어 능력을 투
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경험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세계시민의식 관련 접촉 경험, 자원봉사 활동 정도, 해외 방문 정도, 해
외 거주 유무를 투입하였다. 최종 4단계에서는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가족 간 국제문제 대화 정도를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모델 1에서 모델 4로의 설명량(R2)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
종적으로 모델 4의 모형을 채택하였고, 모델 4에서 투입된 10개의 영향
요인들은 세계시민의식을 24.3% 설명하며, 개인 배경은 10.3%, 학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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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영향요인 분석(n=262)
Model1

Model2

Model3

Model4

영향요인
배경

역량

경험

가정

β

t

β

t

β

t

β

t

성별 (1=여)

.253

3.960***

.222

3.521**

.146

2.310*

.147

2.343*

학교급

-.204

-3.196**

-.232 -3.647*** -.222

-3.393**

-.221

-3.417**

학업성취도

.097

1.503

.070

1.115

.058

.929

외국어능력

.205

3.095**

.141

1.978*

.133

1.885

대중매체 접촉

.251

3.800***

.217

3.209**

자원봉사활동

.009

.133

.013

.202

해외방문

.145

2.119*

.135

1.973*

해외거주 (1=있음)

.110

1.582

.101

1.469

.149

2.162*

.020

.273

가족간 의사소통

분위기

가족간
국제문제 대화
Constant
F

43.052

18.888

15.896

12.698

13.695***

11.144***

9.017***

8.068***

.103

.156

.226

.243

.103

.053

.070

.017

2

Adjusted R
2

R Change
*p<.05, **p<.01, ***p<.001

량은 5.3%, 세계시민교육 관련 경험은 7.0%, 가정 분위기는 1.7%의 설
명량(R2)을 증가시킨다.
4번째 회귀모형의 세계시민의식 영향요인 분석결과, 성별, 학교급, 대

중매체 접촉, 해외 방문, 가족 간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
업성취도, 외국어 능력, 자원봉사 활동, 해외 거주, 가족 간 국제문제에
대한 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과 관련
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β=
2.343, p<.05),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세계시민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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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β=-3.417, p<.01). 세계시민의식과 관련한 경험 요인 중에서
는 대중매체 접촉이 많을수록(β=3.209, p<.01), 그리고 해외 방문 경험
이 많을수록(β=1.973, p<.05) 세계시민의식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정 분위기 및 환경과 관련해서는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가 많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유의하게 높아졌다(β=2.162, p<.05). 통계
적 영향력이 확인된 요인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학교급이었
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매체 접촉 경험, 성별, 가족 간 의사소통, 해외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4개 모형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영향요인의 유의성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개인 역량이 투입되면서 유의성이 감소하였고,
3단계에서 개인의 경험 요인들이 투입되었을 때 유의성의 감소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
었으나 개인 배경과 역량이 투입된 2단계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이 나타
났고, 이 후 개인 경험과 가정 분위기가 추가 투입된 단계들에서는 영향
력이 약간 감소하였다. 학생 역량에 해당하는 외국어 능력은 개인 역량
과 경험 관련 요인 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정 분위기가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통계적인 유
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역량 외에 다른 영향요인들이
세계시민의식 성장에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중
매체 접촉 경험은 학교급과 함께 유의성이 높게 확인된 영향요인이면서
가정 분위기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상대적 유의성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해외 방문 경험은 단계에 따라 영향력
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며, 유의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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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
치는 청소년들의 경험과 특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
속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아리 형태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과 영향요인
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은 일
반 청소년들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제관계 관심, 글로벌 의사소통은 세계시
민교육 참여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지만, 국가 및 역사의식은 오히려 낮
은 수준이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의 국가 및 역사의식은
나머지 4개 구성요인과의 평균 비교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세계시민의식 수준 비교 결과는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이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나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국가 및 역사의식의 성장에는 기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시민의식은 개인의 정체성을 지역정체성, 국가정
체성, 세계정체성과 같이 각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과 관계 속에서 선택
적으로 발현되는 다중정체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복합정체
성을 갖춘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다(강순원,
2010; 박경희, 박환보, 2016).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현재 한국의 세계

시민교육은 세계시민과 한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 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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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에는 대중매체 접촉 경험과
가족 간 의사소통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경험
중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정이나 학교 외에 외부세계를 경험하는 통로로서 대중
매체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외부 환경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한 청소년일수록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부모와의 대화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김태한, 2013; 박환보 외, 2016),
본 연구 결과는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세계시
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나 가정의 의사소통과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환경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 배경과 경험 중에서는 성별, 학교급, 해외 방문 경험이 세
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이 높았
고,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김태준 외, 2016; 박환보 외,
2016; 이은경 외, 2015; Schulz et al., 2010). 다만, 성별이 세계시민의식

에의 유의한 영향요인이면서 경험, 가정의 분위기 등이 고려되면서 영향
력이 감소되었는데, 연령의 증가, 다양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성별에 따
른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성인의 경우는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역할로 인해 성별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박경희, 박환보, 2016)가 이러한 결과들을 연계하여 설
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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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과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세계시
민의식이 낮아졌으며, 이는 김태준 외(2016), 박환보 외(2016), 이은경 외
(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학령기 청소년은 학생으로서 학교급 별 당면

해야 하는 과업이 세계시민의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
히, 전체 영향요인 중 학교급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학 입시라는 당면 과업이 인류애를 비롯한 사회
보편적 가치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역량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와 외국어 능력은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대상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상위인
청소년이 68.6%, 외국어 능력 수준이 상위인 청소년은 84.4%로 높은 분
포를 보였기 때문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외국어 능력은 가정환경 및 분위기와 관
련된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향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여러
경험들과 가정 분위기에 의해 영향력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이 처한 가정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외국어 능력의 차이가 세계시
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경험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이 세계시민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김보
민, 박인전, 2016) 결과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을
비롯한 성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세계시민의식을 성장하게 하는 결정적
인 요인으로 밝혀졌는데(김정화 외, 2010; 도승자, 2012; 박경희, 박환보,
2016), 성인과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그 활동 목적과 과정, 경험 후

교육적 측면에서의 참여자의 변화가 동일한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경험과 관련하여 교육,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방문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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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경험은 영향요인으
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외국인으로서의 타지에 거주한 경험들에 대한 의
미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인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
들 중 25.7%가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청소년들의 이주민 또는 외
국인으로서의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
계시민의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은 청소년들이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사회 환경이면서 가
치관, 의식 형성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는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 정도는 세계시민의식을 높이는 영향요인으
로, 가족 구성원 간 국제문제에 관한 대화 정도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또래, 교사, 부모, 형제 등 주변 사람들과의 정서적
연대와 교류가 중요함을 설명하는 동시에, 무엇을 나누느냐 보다는 어떻
게 교류하느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시민의식을 높
이기 위해 국제사회 이슈, 지리적 배경 지식 등도 선행될 필요가 있으나
더불어 사는 지구촌 이웃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풍토 조
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 중인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
년을 선정하여 세계시민의식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소년의 세계
시민의식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만,
각각의 세계시민교육이 운영된 이후 학습자의 세계시민의식 변화를 실
증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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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global citizenship of
youth participated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ark, Kyungh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Hwanb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im, Namso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
citizenship for youth participated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for global citizenship. To achieve this, the study surveyed
around 300 youth participated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global citizenship of youth participated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re generally higher than those of ordinary
youth.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global citizenship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girls than boys; for the lower school level than higher; and for
the ones having the greater experience with the mass media, overseas visits,
and family communication. Factors influencing the global citizenship of
youth participated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ere influenced by school
class, experience in mass media, gender, communication with family, and
experience of visiting abroa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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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about ways to educate the global citizenship through everyday life,
such as using various media and communicating with family as well as
participating in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level of global
citizenship.

Key wo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youth, global citizenship, constituent factors,
influenc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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