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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으로 세계
지리와 여행지리 과목을 분석하였다. 두 과목은 세계시민교육에서 매우 중요
하게 다루는 다양성의 이해를 주요 학습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계지리와 여
행지리 과목은 내용면에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서 세계시민교육의 콘
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반면 세계지리 과목은 지역 분쟁, 사막화에
따른 지역 문제, 지역 분리 운동,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등의 비판적 관점도
담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비판적 관점은 세계지리에서 분쟁, 지역문제, 분
리, 분배를 구조적 측면에서의 비판적인 이해를 강조하면서, 이의 해결방안
으로 정의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여행지리에서는 여행의 불공정과 부정의
도 살펴보도록 유도하고 여행자의 책무성, 공정과 대안을 강조하지만 여행의
특성상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과
목의 다양성 이해는 학교 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콘텐츠를 제
공하고 있다. 지리과목은 타자의 입장에서 다양성을 관조하게 만들고 지나치
게 객관화함으로써 다양한 경관, 문화, 환경, 지역문제, 여행 등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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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이고 구조적, 비판적 이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리과목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주로 가지고 있어서 비판적 관점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지리교사는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균형 있게 가진 역량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리교사는 비판적
으로 지리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고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세계 다양성의 이해와 세계 쟁점에의 비판적 참여를 실
천할 수 있도록 변혁적 학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세계시민교육, 세계지리, 여행지리, 신자유주의적 관점, 비판적 관점

Ⅰ. 서 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사회에서 이주, 난민, 분쟁, 테러, 빈부차이,
환경문제 등이 세계 사회의 문제로 대두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세계
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글로벌 문제가 국가,
민족, 인종, 문화, 종교 등의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 이해, 관용, 공
감 등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이 매
우 강조되고 있다. 서로 다름에 관한 이해 부족은 곧 타국가, 타문
화, 타인종, 타민족, 타종교 등에 대한 자신의 아집과 편견을 낳는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
도록 돕고, 더 나아가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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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할 시민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교과가 없다는 점에서 그
실체가 부족한 약점이 있다. 현재 세계시민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범
교과에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을 학교교육에서 가장
근접하게 실천하고 있는 교과가 지리교과임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힘
들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과목은 세계를 대
상으로 한 콘텐츠가 많아서 학교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으
로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리교사들은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과목이 세계시민교육의 어떤 내용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입
장에서 지리교과가 지니고 있는 관점과 콘텐츠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지리교과에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는 지리교육의 목표를 성
취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바에 관한 것이다.
반면 세계시민교육에서 지리교과 연구는 세계시민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어느 관점을 취하든 상
관없이 지리교과를 매개로 세계시민교육이 연구되고 있음은 분명하
다. 먼저,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연구는 시민성 연구(조철기,
2005)로부터 시작하여 시민성을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하여 이루어지

고 있다. 이의 연구로는 지리교육과 세계시민(성)교육의 연계성(박선
희 2009; 조철기 2013; 이경한 2015), 세계시민교육과 지리교육과정
(이동민, 2014; 이동민, 고아라, 2015; 이경한 2015; 김갑철, 2016;

김다원 2016), 지리교과서 연구(노혜정 2008; 한희경, 2011; 김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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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지리수업방법(최정숙, 조철기, 2009; 조철

기, 2013), 세계시민교육의 하위영역 연구(이태주, 김다원, 2010; 고미
나, 조철기, 2010) 등이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지리교육에서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목표, 교육과정, 수업방법, 교과서, 관련 영
역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리교육의 다양한 영
역에서 세계시민교육에의 기여 가능성과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지리교육과정도 변화하고 있어서,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세계시민교육 연구도 수행할 필요가 있
다. 주로 지리교육의 입장에서 연구가 수행되었기에,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지리교육과정을 검토하는 연구도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지리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교육의 관점이 지리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
육의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리교육과
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역량,
세계 시민교육의 관점, 그리고 지리교육과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세계시민교육의 역량과 관점

1. 세계시민교육의 역량
글로벌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교육의 화두로 자리 잡은, 세계시
민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글로벌 공동체에서 시민으

42 국제이해교육연구 13(2)

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무를 인식하게 하는 교육
이다(김다원, 2016: 20). 세계시민교육의 출발은 글로벌 교육으로 볼
수 있다. David Hicks는 글로벌 교육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기원
한 학습 분야로 보았다. 이 분야는 사회운동과 비정부기구가 도래하
면서 나타난 상호의존, 환경, 인종주의, 평화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
다(Standish, 2013: 246). 이 교육은 서로 생긴 모습과 언어, 그리고 생
활양식이 다른 지구상의 여러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세계
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고민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이경한 외, 2017: 7).
글로벌 교육의 지지는 1980년 이후 글로벌 토대를 갖춘 회사들의
성공과 함께 교육을 국제 인식의 차원으로 본 정치인, 기업가, 정책
입안자로부터 이루어졌다. 이것은 해외 회사와 편히 일을 할 수 있
고, 해외시장과 문화에 민감한 졸업생들을 찾는 다국적 사용자들이
있는 미국에서 특히 이런 사례가 많았다(Standish, 2013: 246). 그 결
과, 미국의 주지사, 시장, 정책 입안자와 정치인들은 학교에서 글로
벌 교육을 지지하는 선도의 자리에 합류하였다. 또 하나의 축은 비
정부기구(NGO)이다. 비정부기구는 글로벌 교육을 시민교육으로 발전
시키는데 선도에 섰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옥스팜(Oxfam)이다.
글로벌 교육은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사회로의 전환으로 세계시민
성에의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Wintersteiner et al, 2015: 4)은 시민교육의 개념을 글로벌 사

회로 확장함으로써 세계화에 부응하고,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의 윤리
적 가치를 채택하고, 글로벌 교육이 제공한 ‘글로벌 사회’ 관점을 강
조하고, 세계시민성의 개념을 통하여 시민교육, 평화교육과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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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글로벌 스케일에서 통합하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유엔과 유
네스코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보급되었다. 2012년 반기
문 UN 사무총장은 글로벌교육 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에서 “교육은 우리가 지구촌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는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강순원 외, 2017: 305). 그리고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 21세기의 도전을 위하여 학습자를 준비시
키기(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st

the 21 century)’(2014), ‘세계시민교육: 학습주제 및 학습 목표’(2015)

등을 출판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교육에 보급하려고 노력하였
다.
세계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세계시민성을 가진 세계시민을 육성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먼저, 옥스팜은 세계시민은 ‘더 넓

<표 1>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성을 위한 핵심 요소
요소
지식과 이해
기능

내용
사회정의와 평등
비판적 사고, 효과적으로 토론하는 능력, 사람과 사물
의 존중, 협력과 갈등해결
정체성 인식과 자기존중, 공감,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

가치와 태도

한 소명의식, 다양성의 가치와 존중, 환경에 대한 관심
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 사람들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믿음

(Oxfam, 1997: 3)

44 국제이해교육연구 13(2)

은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아는 사람, 다양
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세계를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장소로 만들려고 행동하려는 사람,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는 사람’(Oxfam, 1997: 2)으로 정의한 후,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성
의 핵심 요소로 ‘지식과 이해’, ‘기능’ 그리고 ‘가치와 태도’(Oxfam,
1997: 3)로 제시하였다(표 1). 지식과 이해는 사회정의와 평등을, 기능

은 비판적 사고 등을, 그리고 가치와 태도는 공감, 다양성의 가치와
존중 등을 역량으로서 제시하였다.
이후 옥스팜(Oxfam, 2015: 5)은 세계시민성의 역량으로 다시 제시
하였다. 세계시민성의 핵심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표 2).

<표 2> 옥스팜의 세계시민성 핵심역량
지식과 이해

기능
- 비판적, 창의적 사고
- 공감
- 자기 인식과

- 사회정의와 평등

성찰(Self-awareness and

- 정체성과 다양성

reflection)

- 세계화와 상호의존

- 의사소통

- 평화와 갈등

- 협동과 갈등 해결

- 인권

-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 권력과 협치

관리 능력
- 정보화 되고 성찰적 행
동(Informed and reflective
action)

가치와 태도
- 정체성과 자기 존
중 인식
-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소명의식
- 인간과 인권의 존중
- 가치 다양성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
- 참여와 포용에 대한
소명의식
- 사람이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신념

(Oxfam,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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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개념 영역을 ‘인지적,
사회․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영역’(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2015: 16)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의 인지적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국가, 범지역, 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
고를 습득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정서적 영역은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하
고, 행동적 영역은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16)로 제시하였다. 유네스코는 세계시
민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의 연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
로, 세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감이 있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한경구 외 4인(2015: 41)은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표 3).

<표 3>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
①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인종, 문화, 종교, 계급 등의 차
이점을 초월하는 공동의 ‘집단 정체성’에 기초한 태도
② 보편적인 핵심 가치(예: 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차별 철
폐, 관용) 및 글로벌 이슈와 경향에 대한 깊은 이해
③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들
④ 감정이입, 상이한 관점들에 대한 열린 태도
⑤ 공감 또는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
고 다양한 언어, 문화,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과 같은
비인지적 기능들
⑥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에 참여하는 행동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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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Wintersteiner et al(2015: 11)은 세계시민의 역량을 ‘세계시민
은 자신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검토하
고 물음을 제기하고, 다양한 시각, 수준과 입장으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 세계시민은 공
감, 갈등 해결 능력, 의사소통 기능, 다른 조건의 사람들과 사회적 상
호작용에 참여하는 능력, 그리고 협력과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타인
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역량을 가진다.’로 제시하였
다.
세계시민의 핵심역량은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침과 방향성을 제공해준다. 옥스팜과 유네스코는 세계시민이 갖추
어야 할 역량을 각각 ‘지식과 이해, 기능, 그리고 가치와 태도’와 ‘인
지적, 사회·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둘의 구분은 용어의 차이이지 내용적 차이를 갖지는 않고
있다. 즉, 지식과 이해는 인지적 영역, 기능은 행동적 영역, 그리고
가치와 태도는 사회·정서적 영역과 일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경구 외(2015)와 빈터쉬타이너 외(2015)의 주장도 분류하면 앞의 분
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
을 지식, 가치와 태도, 기능으로 분류하였다(표 4).
<표 4>를 중심으로 볼 때,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을 보면, 지

식은 ‘다양한 시각, 다양성, 상호의존, 상호연계’를, 가치와 태도는
‘공감, 감정이입’을, 그리고 기능은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의사

소통, 참여, 행동과 실천’을 공통요소로 들 수 있다. 핵심역량에 관한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을 보면, 지식에서는
다양한 세계의 상호연계와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가치와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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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 비교
지식

가치와 태도

기능

- 정체성과 자기 존중
인식

- 비판적, 창의적 사고
- 사회정의와 평등
- 정체성과 다양성
옥스팜

- 세계화와 상호의존
- 평화와 갈등

- 공감

- 인간과 인권의 존중

- 의사소통

- 가치 다양성

- 협동과 갈등 해결

- 환경에 대한 관심과

관리 능력

- 권력과 협치

대한 소명의식

- 자기 인식과 성찰

-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 인권

- 사회정의와 평등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

- 정보화 되고 성찰적 - 참여와 포용에 대한
행동

소명의식

- 사람이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신념

- 국가 및 사람들 간
의 상호연계성, 상

유네스코

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 차이와 다양성에 대
한 존중

- 연대 및 공감,
- 가치와 책임을 공유
한 인류애 함양

-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

고 책임감 있는 행
동

- 개인의 인종, 문화, - 비판적, 창의적, 혁신
- 보편적인 핵심 가
치 및 글로벌 이슈
한경구 외

와 경향의 이해

-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종교, 계급 등의 차

이점을 초월하는 공 - 문제해결 및 의사결
동의 ‘집단 정체성’
에 기초한 태도

- 감정이입

- 비판적, 체계적, 그

타이너 외 - 다양한 시각, 수준
과 입장으로 주제
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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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능력
천에의 참여 능력

- 의사소통 기능

리고 창의적인 검
토와 물음

정 기능

- 사회적 기술과 의사

- 상이한 관점들에 대 - 적극적인 행동과 실
한 열린 태도

빈터쉬

적 사고

- 갈등 해결 능력
- 공감

-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능력

- 타인과 협동 능력

서는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 능력, 그리고 기능에서는 비판적이며 창
의적 사고, 의사소통, 참여 능력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런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지역 글로벌 차
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맞
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
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 역, 2014: 27).

2. 세계시민교육의 관점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관점1)
을 담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관점은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Andreotti(2006)를 들
수 있다. 그는 세계시민교육의 접근방법을 소프트 세계시민교육과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으로 제시하였다(표 5). 소프트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시민, 상호의존성,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는 반면, 비판적 세
계시민교육은 권력, 의견(voice)과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소
프트 세계시민교육은 제3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난에 대한 문제의식
을 가지고서, ‘개발’, 교육, 자원, 기능, 문화, 기술 등의 부족을 가난
문제의 본질로 보았다. 그리고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남반구와 북
반구 간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문제로 보고서, 이런 불평등과 부정의

1) 연구자에 따라서 접근방법, 패러다임, 접근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이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관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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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프트 세계시민교육 대 비판적 세계시민교육
소프트 세계시민교육
문제

문제의 본질

가난, 무원조(helplessness)
‘개발’, 교육, 자원, 기능, 문화, 기술 등
의 부족

비판적 세계시민교육
불평등, 부정의(injustice)
복잡한 구조, 체계, 가정, 권력 관계, 그
리고 창조하고 탐구하며, 영향력을 가하
지 않고 차이를 제거하려는 태도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개발’, ‘역사’, 교육, 부지런한 노동(harder

부당하고 폭력적인 체계와 구조로부터

우선권의 정당화

work), 더욱 좋은 조직, 자원의 활용, 기술

나온 통제와 얻는 이익

보편적 인간성/선한 존재/ 나눔과 돌봄.

정의/ 악함의 복잡성(complicity in harm).

타자를 위한(FOR) (혹은 타지를 가르치기

타자를 향한(TOWARD) (혹은 타자와 함

돌봄의 토대
(basis for caring)

행동의 근거

상호의존의 이해

변화를 요하는 것

위한) 책임감

께 배우기 위한) 책임감 - 책무성

(사고와 행동을 위한 규범 원리에 토대

(관계를 위한 규범 원리에 토대한) 정치

한) 인본주의/도덕

적/윤리적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상호연계 되어 있

보편성이라는 가정 하에 놓인 불균형한

고, 같은 것을 원하고, 같은 것을 행할

세계화, 불평등한 권력관계, 북남구와 남

수 있다.

반구의 엘리트

개발에의 장애물인 구조, 제도와 개인

구조, (신념) 체계, 제도, 가정, 문화, 개
인, 관계
부정의를 알리고, 동등한 대화의 조건을

무엇을 위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개발, 조화, 관용과 평등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의 개발을 결정하

을 성취하기 위하여

는데 보다 많은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일부 개인은 문제의 부분이고,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의 역할

들은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때 해결의 부분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계시민교육의 목적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전략

세계시민교육의
잠재적 이익

구조를 변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지하
고, 시간, 경험과 자원을 기부한다.

외부로부터 안으로 (주어진 변화)

분이다.
자신의 위치/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상
황 안에서 구조, 가정, 정체성, 태도와 권
력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참여한다.
차이에 대한 반성(reflexivity), 담론, 우연성
(contingency)과 윤리적 관계(급진적 개선)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삶 혹은 이상적

전통과 문화의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으

세계로 정한 바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

로 살펴볼 수 있고, 다른 미래를 상상할

역량을 강화한다(혹은 능동적인 시민이

수 있고, 의사결정과 행동에의 책임감을

되도록 한다).

갖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한다.

세계 쟁점에 대한 인식 증진과 캠페인
활동
일부 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 캠페인 지
지, 무엇을 돕고/행하는데 있어서 동기 부
여, 좋은 인자에 대한 느낌(feel good factor)
자만심과 독선, 문화적 우월감, 식민주의

잠재적인 문제

우리 모두는 문제의 부분이자 해결의 부

적 사고와 관계 강화, 특권 강화, 부분적
소외, 무비판적 행동

(Andreotti, 2006: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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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쟁점과 관점, 그리고 차이에 대한
윤리적 관계를 활용하여 참여를 증진하
는 것. 복잡성과 권력관계를 살펴보는 것
독립적(independent)/비판적 사고, 보다 정
보화되고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행동

죄책감, 내적 갈등과 파행, 비판적 무의
무감(critical disengagement), 무력감

를 가져온 차이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Pashby와 Andreotti(2015)는 ‘소프트 접근방법은 보편성과 통합을 목

표로 하는 세계시민성에 대해서 자유적 개인주의와 성과주의적 이
해에 토대를 두고 있는 반면,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문제가
되고 ‘제3세계’ 문제로 이해되는 것에는 ‘서구’와 ‘북반구’가 복잡
하게 얽혀 있음을 알게 하는 후기식민주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Pashby and Andreotti, 2015: 14)고 설명을 더하였다.
Andreotti(2006)의 세계시민교육 접근방법을 받아들인 유네스코 아

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7)은 세계시민교육을 ‘온건한(soft)’ 혹
은 자유주의/신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비판적 패러다임으로 분류하였
다. 그리고 ‘온건한 패러다임은 공정무역을 통해, 자원․재화․용
역․기술․지식의 형평한 분배와 교환을 통해, 그리고 남반구 국가
들이 북반구 국가들을 ‘따라 잡도록’ 도와주는 해외원조를 통해 국
가 간, 사람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반면 비판적
패러다임은 경제․정치․사회․문화적 권력과 구조적 폭력이 관계를
형성하고 의존성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강조한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7: 16). 그러
나 온건한 패러다임은 전지구화가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보
는 반면, 비판적 패러다임은 기업 주도의 전지구화와 고삐 풀린 성
장 및 소비주의로 인해 전지구화의 이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이
를 통해 북반구 국가들과 남반구의 엘리트 집단들만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국가 간, 국가 내에서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환경이 지속가능
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한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
해교육원, 20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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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계시민교육의 접근방법
개인-인본주의 접근방법

구조적-정치적 접근방법

도덕적 기초에 터한 행동은 쉽게 철

정의는 정치적이고 보다 공정하고

회되고 불평등한 (온정주의적) 권력

평등한 관계를 촉진하기 때문에, 사

관계를 재생산하고 끝을 맺는다.

고를 하는데 매우 좋은 토대이다.

인간적 존재(being human)는 도덕성

시민적 존재(being citizen)는 정치적

문제를 가져온다.

쟁점을 일으킨다.

보편적 인간성(common humanity): 상

글로벌이며 보편적 가치로서 서구

호의존과 세계적 상호연계성을 논의

북반구의 가치를 투영시키는데 반대

한다.

를 하면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논
의한다.

서구 우월성을 무방비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서구 우월성의 신비를 비판한다.

(Wintersteiner et al, 2015: 11)

Wintersteiner et al(2015)은 Andreotti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시

민교육을 개인-인본주의 접근방법과 구조적-정치적 접근방법으로 제
시하였다(표 6). 개인-인본주의 접근방법은 인간성이 상호의존과 세
계적 상호연계성을 증진시키고, 구조적-정치적 접근방법은 시민으로
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비판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분류한 개인-인
본주의 접근방법과 구조적-정치적 접근방법은 Andreotti (2006)가 사용
한 소프트 세계시민교육과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다르게 표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장의선 외 4인(2015)은 세계시민교육을 신자유주의적 접
근, 급진적 접근과 변혁적 접근으로 분류하였다(표 7). 신자유주의적
접근방법은 전통적인 경계와 지역적인 한정성을 초월하는 공간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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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세계시민교육의 접근 분류
구분

신자유주의적 접근

급진적 접근

변혁적 접근
- 전통적인 북반구/남반
구 구분에서 이제는

- ‘여행자’로서의 글로

특징

벌 시민: 글로벌 사회

- 전 지구를 가로지르

참여로 정치적, 사회

는 자유주의적 관계

적,

를 구축하는 것보다

경제적,

환경적

보상에 접근할 수 있

는 이러한 관계나

도록 전통적인 경계

지구적 유대 의식을

와 지역적인 한정성

경제적 세계화에 대

을 초월하는 공간을

한 헤게모니의 부산

창출하려고 하는 시

물로 간주함.

국가와 지역을 가로지
르는 사회경제적 분할
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양성을 포용하고 보
다 포괄적인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적
경험과 공유되는 전
지구적 경험 사이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민

정의를 창출하는데 결
합하기

- 국가교육정책:

지역

학생과 교사가 국제
적 여행에 참여하는

정책

기회를 제공할 것뿐

사례

만 아니라 해외 학생
유치에도

주력하는

- 사회적,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World

Bank를 종식시키려
는 국제적인 캠페인

- CCIC(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Building
Knowledge in
Partnership 프로그램

국제교육 프로그램
- 글로벌 시민성교육의
중점을 지식과 기능
의 초국가적 유동성
에 둠.
- 교육의 목적은 외국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접근

어 습득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를 바탕
으로 교환학생 프로
그램 등의 간계 구축
을 통해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 북반구와 남반구 사
이의 불균등한 관계
를 급진적으로 변화

- 지구 공동체를 위한

시키기 위해 시민들

민주적 공간 창출의

은 ‘글로벌 경제 자

중요성과 지역적, 국

유주의적

기구’의

가적 경계를 가로지르

경제적 행위와 사회

는 협력 관계 구축의

적 압제 및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

파괴 사이의 연관성
을 이해해야 함

있음.
(장의선 외, 20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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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려고 하는 시민을 강조하고, 급진적 접근은 관계나 지구적 유대
의식을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헤게모니의 부산물로 간주하고, 변혁
적 접근은 지역적 경험과 공유되는 전 지구적 경험 사이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 문화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으로서 개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경쟁체제
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급진적
접근은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국가, 집단, 개인 간 힘겨루
기에서 나타나는 빈곤, 환경, 아동 노동 등 부작용을 정의와 민주주
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최종덕, 2014:
104, 장의선 외, 2015: 20에서 재인용). 그리고 변혁적 접근은 지역

혹은 국가를 가로질러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분할, 동일한 지역, 국
가 공동체 내에서 발견되는 불균질함에 대한 인식은 글로벌 시티즌
십을 단지 국가 정체성과의 대립함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과 특수, 글로벌과 로컬의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장
의선 외, 2015: 21).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류를 살펴보면, Andreotti는 소
프트 세계시민교육과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
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7)은 온건한(soft) 혹은 자유주의/신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비판적 패러다임으로, Wintersteiner et al(2015)은 개인-인
본주의 접근방법과 구조적-정치적 접근방법으로, 그리고 장의선 외 4
인(2015)는 신자유주의적 접근, 급진적 접근과 변혁적 접근으로 분류
하였다. 이들의 분류는 그 용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Andreotti의 분
류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 세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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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한(soft) 혹은 자유주의/신자유주의 패러다임, 개인-인본주의 접근
방법,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동질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그리고
‘비판적 세계시민교육, 비판적 패러다임, 구조적-정치적 접근방법, 급

진적 접근’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전자의 분류는 개
인, 온정, 인본주의, 자유 등의 키워드로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이를
신자유주의적 세계시민교육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분
류는 ‘비판, 구조, 급진, 권력’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으로 명명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시민교육은 국가나 다른 집단 소속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 속성으로 강조되는 도덕적 이해로서 이해되고
있다(Cabrera, 2010: 13). 신자유주의자들은 글로벌 인간 사회에서 모
든 개인 간에 연계적, 실천적 혹은 잠재적 연대를 강조한다(Cabrera,
2010: 13). 반면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개인을 사회 역사적 조건을

만들고 유지시켜온 것들을 분리시켜 불평등을 드러내려는 경향을 가
진다(Pashby and Andreotti, 2015: 12).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신자유
주의적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이 불의의 세계 환경에 놓인 국가, 지
역, 문화들 간의 힘과 영향력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을 지적하는’(강순원 외, 2017: 306)데서 연구하였다. 비판적 세계시
민교육은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두가 동참하는 윤리적인 글
로벌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서구 중심의 식민지적 관점에서 탈피하
여 세계에 대한 주류집단의 관점을 탈식민지화 하는 방향으로’(강순
원 외, 2017: 306)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을 주요용어, 접근방식, 핵심역량, 저개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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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세계시민교육의 두 관점

주요 용어
접근방식

신자유주의적 관점

비판적 관점

상호의존, 다양성, 공감

사회정의, 공정성, 인권, 비판

차이의 이해와 존중

차별의 원인과 해결

문화적 이해를

정치권력의 구조적 측면의

바탕으로 한 온정주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판주의

핵심역량

상호의존성의 이해

저개발 원인

가난, 무원조, 부족

철학적 기초

선한 인간성, 나눔과 돌봄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불평등, 부정의(injustice),
권력관계
정의, 타자를 대한 책임감

인, 철학적 기초,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표 8). 이 관점
은 지리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Ⅲ. 세계시민교육 관점으로 본 지리교육과정

지리교과는 세계를 가르치는 교과로서 세계적 차원(global dimension)
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다(Standish, 2013: 244). 그래서
본 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으로
지리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고등학교 세계지리와 여
행지리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으로 과목의 성
격, 교과역량, 내용요소, 학습요소, 평가방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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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지리 과목의 분석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세계지리 과목의 성격은 ‘세계지리는

현대 세계의 주요 특징인 세계화와 지역화의 흐름에 대한 거시적 이
해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국가나 지역들이 자연환경, 문화, 경제, 정
치의 제 측면에서 얼마나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공간적
다양성과 지역적 차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공존을 위한 협력을’ 이해
하고, ‘때로는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
게 한다.’(표 9)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계지리의 성격은 먼저 다양
성과 차이라는 기준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
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로 인한 갈등’을 알게 하고 있다. 전
자는 ‘다양성’, ‘차이’ 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신자
유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차이’, ‘갈등’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차이의 가져온 원인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비판적 관점을 소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지리의 성격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은 교과역량에서

<표 9> 세계지리 과목의 성격
세계지리는 현대 세계의 주요 특징인 세계화와 지역화의 흐름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국가나 지역들이 자연환경, 문화, 경제, 정치의
제 측면에서 얼마나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공간적 다양성과 지
역적 차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공존을 위한 협력을, 때로는 차이로 인한 갈등
을 겪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지역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우리의 글로벌 리
더십 함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과목이다.
(교육부, 201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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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세계지리의 교과역량
가. 세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
로, 다양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징과 이에 적응해 온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을 파악하고,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규모에서 다양
하게 대두되는 지구촌의 주요 현안 및 쟁점들을 탐구한다.
다. 세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공간적 다양성과 지역적 차이에 대
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여러 국가나 권역 사이의 상호 협력 및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간의 갈등 요인 및 분쟁 지역의 본질과 합리
적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교육부, 2015: 175)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표 10). 세계지리 과목의 교과역량은
앞에서 살펴본 세계지리의 성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세계지
리의 교과 역량은 ‘다양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징과 이에 적
응해 온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을 파악하고, ... 지구촌의 주
요 현안 및 쟁점들을 탐구한다.’와 ‘상호 협력 및 공존의 길을 모색
하고 ... 지역 간의 갈등 요인 및 분쟁 지역의 본질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이다. 전자는 ‘체계적, 종합적 이해’, ‘다양한 특징’,
‘여러 가지 생활 모습’, ‘지구촌의 주요 현안 및 쟁점 탐구’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지리적 다양성의 이해로 압축할 수 있다. 반면에 후
자는 ‘상호 협력’, ‘공존’, ‘갈등 요인’, ‘분쟁지역의 본질’, ‘해결방안’
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갈등 요인’, ‘분쟁지역의 본질’, ‘해결방
안’을 교과역량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지리 과목의 성격에서 소극적
인 비판적 관점을 보다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세계지리의 영역과 내용요소를 살펴보면, 8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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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세계지리 과목의 영역과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요소
∙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와 지역 이해

∙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
∙ 세계의 지역 구분
∙ 열대 기후 환경
∙ 온대 기후 환경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 건조 및 냉․한대 기후 환경과 지형
∙ 세계의 주요 대지형
∙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 주요 종교의 전파와 종교 경관
∙ 세계의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

∙ 세계의 도시화와 세계도시체계
∙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
∙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
∙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과 산업 구조
∙ 최근의 지역 쟁점: 민족(인종) 및 종교적 차이
∙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과 산업 구조
∙ 최근의 지역 쟁점: 사막화의 진행
∙ 주요 공업 지역의 형성과 최근 변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 현대 도시의 내부 구조와 특징
∙ 최근의 지역 쟁점: 지역의 통합과 분리 운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 도시 구조에 나타난 도시화 과정의 특징
∙ 다양한 지역 분쟁과 저개발 문제
∙ 최근의 지역 쟁점: 자원 개발을 둘러싼 과제
∙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 블록의 형성

평화와 공존의 세계

∙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대처
∙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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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역별로 3-5개의 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표 11). 8영역은 도입
1영역, 계통지리 2영역, 지역지리 4영역, 주제통합 1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계통지리 영역은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과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 지역지리는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과 ‘최근의 지역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으로 보면, 세계지리는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과목이다. 다양성 중에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
하는 세계지리 영역은 특히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이 깊다. 이의 대표
적인 영역은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이고, 성취기준은 ‘세계
의 주요 종교마다 공간적 전파 과정과 종교 경관의 상징성이 다르다
는 점을 이해한다.’(교육부, 2015: 181)이다. 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주요 종교를 포함해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공감하
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교
육부, 2015: 183)고 강조한다.
지역지리 영역의 내용요소에서는 ‘민족(인종) 및 종교적 차이’, ‘자
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다양한 지역 분쟁’, ‘지역 쟁점’ 등이
다양성과 그의 쟁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제통합 영역인
‘평화와 공존의 세계’의 내용요소는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

블록의 형성,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대처, 세계 평화
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노력들’들이다. 이 중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노력들’의 성취기준은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주요 노력들을 조사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세계시민으
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교육부, 2015: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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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세계지리 과목의 영역과 학습 요소
영역
세계화와 지역 이해

학습 요소
세계화, 지역화, 세계 인식, 옛 세계지도, 지리 정보
시스템, 세계의 권역

세계의 자연환경과

기후 요소, 기후 요인, 기후 지역, 기후 변화, 자연재

인간 생활

해, 지형형성작용, 세계의 대지형, 지속가능한 환경

세계의 인문환경과

종교 경관, 종교의 전파, 성지, 인구 변천, 인구 이

인문 경관

주, 도시화, 세계도시체계,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개수

6

8

9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자원의 분포와 이동,
국가의 산업 구조, 민족(인종)의 공간적 다양성, 종교

6

의 공간적 다양성, 지역 분쟁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화석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동, 국가의 산업 구조, 사막화에 따른 지역

4

문제
공업 지역, 공업 지역의 형성과 변화, 세계도시, 현대
도시의 내부 구조, 지역 통합, 지역 분리 운동

6

도시화, 민족(인종)의 공간적 다양성, 종교의 공간적
다양성, 제3 세계의 도시 구조, 도시 문제, 지역 분

8

쟁, 자원 개발과 환경 보존,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경제의 세계화, 경제 블록, 기후 변화, 오염 물질의

평화와 공존의 세계

국제적 이동,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유산, 국제 난

8

민, 지역 분쟁

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세계지리 과목의 영역과 내용 요소는 세계
의 다양성을 다양한 측면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양성
의 콘텐츠는 경관, 종교, 민족(인종), 생활 모습 등의 차이이다. 그래
서 세계지리 과목의 세계시민교육은 다양성의 이해로 귀결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세계지리 과목의 영역은 4-9개의 학습요소로 구성되어 있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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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세계지리 과목의 분류 결과
신자유주의적 관점

비판적 관점

세계화, 지속가능한 환경, 종교 경관,
종교의 전파, 인구 이주, 자연환경에

지역 분쟁, 사막화

학습

적응한 생활 모습, 민족(인종)의 공간

에 따른 지역 문제,

요소

적 다양성, 종교의 공간적 다양성, 자

지역 분리 운동, 자

원 개발과 환경 보존, 국제 난민, 세

원의 정의로운 분배

계문화유산, 경제의 세계화

12). 학습요소 중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학습요소를 추

출해보면, ‘종교 경관, 민족(인종)의 공간적 다양성, 종교의 공간적
다양성, 지역 분쟁,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세계문화유산’ 등이 대표
적인 사례이다.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 요소를 앞
의 <표 8>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비판
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표 13).
세계지리 과목의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학습요소로는 자연환
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민족(인종)의 공간적 다양성, 종교의 공간적
다양성, 국제 난민, 세계문화유산 등을 들 수 있다. 이 학습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세계지리의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생
활양식의 차이, 다양성의 이해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비판적 관점
을 가진 학습요소는 지역분쟁, 지역문제, 정의로운 분배이다.
세계지역의 다양성이라는 실존 위에서 일어나는 지리적 쟁점이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의 분쟁이나 저개발 문
제를 식민지 경험이나 민족(인종) 및 종교 차이 등과 관련지어 추론
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 190) 수준으로 비판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의 근본 원인이 강대국의 식민 경험과 계층, 권력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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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상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으로 보면 기본적
으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지
리 과목의 학습요소는 신자유주의적 학습요소가 비판적 관점의 학습
요소보다 양적으로 월등히 많다. 그래서 세계지리 과목은 전반적으
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지향하면서 비판적 관점을 보완하면서 세계
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두 흐름이 가져온 현대 세계의 공간적 다양성과 변화상을 알아보고,
세계 여러 국가와 권역에서 보이는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색을
파악하며, 다양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 국
가 및 권역의 사람들이 창출한 여러 가지 생활 모습, 문화 경관, 경
제활동, 정주 체계, 이웃 국가나 다른 지역과의 관계, 미래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지역적, 지구적 쟁점을 이해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교육부, 2015: 175) 한다는 내용 구성 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여행지리 과목의 분석
2015 개정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진로 선택 과목인 여행지리는

지리교과가 추구해온 교육목표와 여행이라는 주제를 결합시킨 과목
이다(표 14).
여행지리 과목의 성격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이 깊은 것은 ‘우
리 주변, 우리나라, 다른 문화권, 전 지구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
과 관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통합적이고 융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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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토대로 공감 능
력, 비판적 사고력, 사회참여능력을 길러 개인과 공동체가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이 세계시민교육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표 14> 여행지리 과목의 성격
여행지리는 지리 교과가 추구해 온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와 더불어 여행
이라는 주제와 형식을 빌려 현재 및 미래의 직･간접적 여행자가 될 학생들
에게 우리 주변, 우리나라, 다른 문화권, 전 지구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
는 어떻게 존재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하고 개인 및 공동체의 행복과 공
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공감 능력,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
상상력, 소속감, 사회참여 능력, 진로 탐색 능력 등을 기르고자 한다.
(교육부, 2015: 257)

여행지리 과목의 교과 역량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이 깊은 역량
은 ‘나. 국내 및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별 자연환경 및 인문환
경 특성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존중․배려 그리고 소통과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교육부, 2015:
258)이다. 여기서 ‘지역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특성’, ‘다양한 생활

모습’은 세계의 다양성과 상호연계에 대한 이해를, ‘존중․배려, 소
통과 공감’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태도 목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행지리 과목의 영역과 내용 요소(표 15)를 보면, 매력적인 자연
을 찾아가는 여행 영역의 ‘지구환경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다채로
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영역의 ‘문화지역, 세계 문화유산, 문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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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여행지리 과목의 영역과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요소
∙ 여행의 의미와 종류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 교통수단과 여행 방식
∙ 지도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의 활용
∙ 여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 안전 여행
∙ 지형의 관광적 매력
∙ 지형과 인간 생활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 기후의 관광적 매력
∙ 기후와 인간 생활
∙ 지구환경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 우리나라의 자연
∙ 문화지역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 세계 문화유산
∙ 문화 전파와 변동
∙ 촌락여행과 도시여행
∙ 우리나라의 문화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 산업 유산과 기념물여행
∙ 인류의 공존과 봉사여행
∙ 생태, 첨단, 문화 도시
∙ 여행 산업과 지역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 책임 있는 여행
∙ 공정여행, 대안여행
∙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 여행 산업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

∙ 여행 관련 직업
∙ 미래 세계와 여행
∙ 진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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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변동, 촌락여행과 도시여행’,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영역의 ‘인류의 공존과 봉사여행’, 그리고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영역의 ‘책임 있는 여행, 공정여행, 대안여행,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이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이 깊은 성취기준은 ‘지구환경의 다양성과 지
속가능성’, ‘매력적인 자연환경, ‘세계 각국 다양한 문화’, ‘축제나 문
화의 성립 배경과 의미’, ‘봉사여행’, ‘상호협력’, ‘책임 있는 여행’,
‘공정여행’, ‘대안여행’이다. 여행지리의 내용은 여행이라는 기본 특

성상 문화상대주의를 바탕으로 타지, 타인의 삶이 가지는 다양성의
이해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그리고 봉사여행은 온정주의의 관점
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행지리 과목은 여행의 대상으로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다양
성을, 그리고 여행 방법으로서 책임 있는 여행, 공정여행, 대안여행
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세계시민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여행지리는
여행자로서 세계의 다양성 이해와 여행자로서 책임, 공정과 대안의
가치와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여행지리는 세계시민으로서 여행을
하면서 세계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여행자로서의 책무
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여행지리 과목의 내용 요소를 보면, 거
의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표 16). 다양성을 이해하는 과
정으로서 여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여행을 제시
하고 있다. 봉사 여행, 공정여행과 대안여행이라는 내용 요소도 제시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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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여행지리 과목의 관점
신자유주의적 관점
지구환경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문화지역, 세계 문화유
내용 요소

산, 문화 전파와 변동, 촌락여행과 도시여행, 인류의 공존
과 봉사여행,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책임 있는 여행, 공
정여행, 대안여행

여행을 하면서 현지 주민과의 일체화를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고,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편견 등을 갖지 않는 정도를 지향
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다. 이것은 교수학습방법의 유의사항에
서 확인할 수 있다(표 17).
교수학습방법의 유의사항에는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가지고 있든
데, 그것은 ‘사례 지역이 편중되거나 특정 가치가 편파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도록 공정성’, ‘특정 문화나 지역, 지구촌 문제 등에 대해 왜
곡, 편견, 선입견,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해
당 문제를 토론하고 공공선의 입장’, 그리고 ‘다양한 가치 및 관점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바람직한 의사 결정 능
력’이다. 그러나 여행지리 과목은 대체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서 타문
화를 소비하는 여행자로서의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17> 여행지리 과목의 교수학습방법 유의사항
-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 사례 지역이 편중되거나 특정 가치가 편파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공정성에 유의한다.
- 학생들이 학습 활동 중에 특정 문화나 지역, 지구촌 문제 등에 대해 왜곡,
편견, 선입견,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해당 문제를
토론하고 공공선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2015: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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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논의를 대신하여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로 형성된 글로벌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
육으로 자리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으로는 지식에서는
다양한 세계의 상호연계와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가치와 태도에
서는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 능력, 그리고 기능에서는 비판적이며 창
의적 사고, 의사소통, 참여 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시민교육은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상호의존, 다
양성, 공감 등의 주요용어를 사용하고 차이의 이해와 존중을 강조한
다. 반면 비판적 관점은 사회정의, 공정성, 인권, 비판 등의 주요 용
어를 사용하고 차별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구조적 측면의 분석을 강
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
으로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과목을 분석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서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적극
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다. 두 과목은 세계시민교육에
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다양성의 이해를 주요 학습 내용으로 담고
있다. 두 과목은 다양성을 문화다양성을 넘어 자연환경의 다양성을
다루고 있어서 다양성의 지경을 확장해주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두 과목은 타문화와 타환경의 다양성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과목은 내용면에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지
고서 세계시민교육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즉, 경관,
문화지역, 종교, 문화유산, 지속가능성, 책임 있는 여행, 공정여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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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여행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세계지리 과목은 지역 분쟁, 사막화에 따른 지역 문제, 지역
분리 운동,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등의 비판적 관점도 담고 있다. 세
계시민교육의 비판적 관점은 세계지리에서 분쟁, 지역문제, 분리, 분
배를 구조적 측면에서의 비판적인 이해를 강조하면서, 이의 해결방
안으로 정의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여행지리는 여행의 불공정과
부정의도 살펴보도록 유도하고 여행자의 책무성, 공정과 대안을 강
조하지만 여행의 특성상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과목은 다양성의 이해를 교과서의 주요 내용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
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리 과목은 타자의 입장에서 다양성을
관조하게 만들고 지나치게 객관화함으로써 다양한 경관, 문화, 환경,
지역문제, 여행 등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조적, 비판적 이해를 소홀히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지리과목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주로
가지고 있어서 비판적 관점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경관, 문화, 환경, 지역문제, 여행 등에 숨어 있는 구조적, 정
치경제적 측면, 역사적 배경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때 문화의 다
양성을 보다 제대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 비판, 구조 등의 비판적 관점과 함께 지리적 현상의 다
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과목은 세계시민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비판적 관점은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여행지리 과목에서는 과목 특성상 신자유주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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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리과목은 신자유주의적 관점
을 기본 토대로 하면서 비판적 관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리교과는 비판적 관점을 과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교사의 수업방법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가
지리교육과정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수업활동을 구안하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과목은 세계시민교육의
비판적 관점을 지리교사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판적 관점
에서의 세계지리 내용의 재구성 방안(한희경, 2011), 지리교육과정의
재개념화(김갑철, 2016),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 구성하기(김갑철,
2016)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리고 비판적 시민성교육의 관점

에서 본 커피와 공정무역(최정숙, 조철기, 2009),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조철기, 2013) 등이 그것이다.
지리교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지리적 현상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다양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비판적 측면을 바라
볼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리교과는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균형 있게 콘텐츠를 구성하여 역량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리교사는 비판적으로 지
리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고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세계 다양성의 이해와 세계 쟁점에의 비판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변혁적 학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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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Analysis of World Geography and Travel
Geography Curriculum through the
Viewpoint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Yi, Kyeong Han
(Professor,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is study I analysed world geography and travel geography
curriculum through neo-liberal and critical viewpoint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They have many contents about the understanding of
diversity which deals in GCED importantly. Two geography curriculums
provide many contents of GCED with neo-liberal viewpoint. World
geography

includes

critical

viewpoint

based

on

regional

conflicts,

desertification problems, regional separation movements, righteous distribution
of resources etc. The critical viewpoint of GCED in world geography
emphasizes the critical understanding of disputes, regional issues, distribution
etc. with structural aspect, and guides the realization of justice with
problems solutions of these. Travel geography guides students’ identification
about

unfairness

and

injustice

of

travel,

and

emphasizes

travelers’

responsibility, fairness and alternatives. But this travel geography is in circle
of neo-liberalism viewpoint mainly. The understanding of diversity in two
geographies provides important contents for GCED in schools.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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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 understanding of diversity with other’s perspectives objectively, but
it can neglect the critical and structural understanding about diverse
landscape, culture, environment, issues, and travel etc. So geography is
necessary to deal critical viewpoint also, because geography has mainly
neo-liberal viewpoint. Geography teachers should have the harmony of
neo-liberal viewpoint and critical viewpoint to contribute on development of
global

citizens.

Geography

teachers

should

critically

re-conceptualize

geography curriculum and reconstruct the contents of textbook. And
students is necessary to aim transformative learning to understand global
diversity and critically participate with global issues in everyday life.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orld geography, travel geography,
neo-liberal viewpoint, critical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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