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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
•
•
The Prospec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in the 21st Century and the Task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EIU)

시간

2014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장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최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후원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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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
•
•
The Prospec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in the 21st Century and the Task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EIU)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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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제15차 연례학술대회 프로그램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
The Prospec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in the 21st Century and the Task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EIU)

2014.11. 22 (토)
09:30- 10:00

등록

제1부
10:00- 10:30

개회식
사회 : 한건수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부회장) 		
▶ 개회사

강순원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장)

▶ 환영사

정우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장)

▶ 축사

10:30- 11:00

	

▶ 기조발표

후지와라 다카아키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장)

문정인 (연세대)

한반도 평화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

장소 : EIU홀

••••••••••••••••••••••••••••••••••••••••••••••••••••
••••••••••••••••••••••••••••••••••••••••••••••••••••
••••••••••••••••••••••••••••••••••••••••••••••••••••
••••••••••••••••••••••••••••••••••••••••••••••••••••
••••••••••••••••••••••••••••••••••••••••••••••••••••
제 2부
11:15-12:45

기획심포지엄  21세기 글로벌시민성의 교육적 조망과 글로벌시민교육의 구체화
사회 : 박순용 (연세대) 		
▶ 발표

장소 : EIU홀

• 강순원 (한신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장) :

국제이해교육 맥락에서 본 한국 글로벌시민교육의 과제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

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과 실제 이해
• 엄정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글로벌시민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 글로벌 동향 및 과제
• 후지와라 다카아키(도시샤여자대학교,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장) :

일본 국제이해교육의 계보와 글로벌시민의식 육성

12:45- 14:00

점심식사

제3부
14:00- 15:30

분과패널 1

학교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좌장 :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토론 : 김다원 (가톨릭대)

장소 : EIU홀

• 최종덕 (교원대) : 중등교육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 하태욱 (대전복음신학대학원) : 해외 이동학습을 통한 대안학교 글로벌시민교육
• 김윤철 (경희대) : 고등교육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 이양숙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글로벌시민교육 교사연수의 실제

분과패널 2

시민사회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좌장 : 이기호 (한신대), 토론 : 나윤경 (연세대)		
• 김기현 (부천YMCA) : 글로벌 시민교육, 시민사회 사례 “Local to Local”
• 김해성 (지구촌나눔재단) :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글로벌시민교육
•장미정 (환경교육센터) :

한국 시민사회(NGO)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과 사례
• 김찬호 (前 5.18기념재단) : 아시아 시민사회활동가 교육의 성과와 의미

장소 : GCED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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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분과 1

글로벌시민교육 현장사례보고회

좌장 : 김선미 (중앙대), 토론 : 쟝잉민 (베이징사범대)

장소 : LTLT룸

•아라카와 히로노리 (기타큐슈공업고등전문학교) : 부탄 교육 사정으로부터 살펴 본 국제이해 -

글로벌 인재 교육과 GNH의 공존은 가능한가?
•카자마키 히로시 (가나자와켄리츠아사오고교) : ‘사회과 2.0’으로서의 매니페스트 리퀘스트

워크숍
•최병섭, Jason Loghry (경남 어방초) :

Bird observation club 운영을 통한 세계시민성 신장
• 박애경 (서울서원초) : 국제개발협력교육의 초등교육현장 적용방안

제4부
16:00- 17:30

분과패널 3

평생교육으로서의 글로벌시민교육

좌장 : 김민호 (제주대), 토론 : 강일국 (목포대)

장소 : EIU홀

• 이해주 (한국방송통신대) : 글로벌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 배영주 (조선대) : 글로벌 시민사회 구축과 평생교육의 과제
•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민 현장에서 본 글로벌시민교육의 과제와 실제
•박범철 (서울 경문고) : 다문화 이해교육에 기반을 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 2014년 경문고 따봉(따뜻한 봉사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분과패널 4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시민교육 워크숍

좌장 : 이태주 (한성대)		

장소 : GCED홀

•박수연 (한국국제협력단) : Post 2015 시대의 글로벌시민교육
•남상은 (월드비전) : 국제개발협력 CSOs와 글로벌시민교육
•서현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유분과 2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원)

•임천순 (세종대)

국제이해교육 사례보고회

좌장 : 임선희 (충남대), 토론 : 허영림 (국민대)		
•김현덕 (거제대) : 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박재준 (서울 마포초) : 국제교류반 운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사례발표
•윤명자 (서울 창동초) : 동화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이흥순 (인천 청일초) :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인천개항장 일대의 장소성 연구

장소 : LTLT룸

••••••••••••••••••••••••••••••••••••••••••••••••••••
••••••••••••••••••••••••••••••••••••••••••••••••••••
••••••••••••••••••••••••••••••••••••••••••••••••••••
••••••••••••••••••••••••••••••••••••••••••••••••••••
••••••••••••••••••••••••••••••••••••••••••••••••••••

17:30- 18:30

종합토론
사회 : 박순용 (연세대)		

장소 : EIU홀

2014.11. 23 (일)
09:30- 11:30

라운드 테이블

글
 로벌시민교육 실천력 제고를 위한 교육현장 리더십

(Practical Leadership for Enhancing GCED Capabilities in the Local Education Context)
사회 : 강순원 (한신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장)
▶ 기조발제

장소 : LTLT룸

• 정우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

유네스코의 글로벌시민교육
▶ Round Table | 교육감, 학교장, 유네스코, 학회전문가

• 2015 세계교육포럼 준비를 위한 글로벌시민교육의 정책화
•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시민교육의 교육과정화
• 글로벌시민교육 홀리스틱 페다고지 개발 및 실천전략
• 교사의 변화를 위한 연수모형
• 글로벌시민교육 전달체계의 완성
▶ 패널리스트
교육감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이청연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장 : 유기종 (잠일고), 서영순 (봉일천고), 이현숙 (풍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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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
•••
문정인 (연세대)

기조 발표

한반도 평화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 1)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평화란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전에 평화의 개념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통상 평화
를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케네스 볼딩이나 요한 갈퉁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분쟁의 발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적극적 평화는 전쟁의 구조적 원인 자체를 없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평등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어야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는 것
으로 본다. 적극적 평화의 상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지만 역사상 실현된 경우는 없다 할 것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접근에는 세 가지가 있다. 평화 유지(peace-keeping)와 평화 만들기
(peace-making), 평화 구축(peace-building)이 그것이다. 평화 유지는 전형적인 소극적 평화의 확보 개

념으로 군사력을 통한 도발의 억제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군사 ‘억지’(deterrence)와 동맹 강화가 이것을
가능케 해준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책 제목이기도 한 ‘평화 만들기’는 이보다 한 단계 위의 개념이다. 신뢰 구
축이 평화 만들기에서는 핵심이 된다. 경제, 사회, 정치적 신뢰구축의 단계를 거쳐 군사적 신뢰구축이 있
어야 평화 만들기가 가능하다. 군사적 신뢰 구축은 군사 훈련의 상호 통보 및 참관, 핫라인(직통 전화) 개
설, 정보·군사 인력 상호 교류, 통합 위기관리 센터 설치 등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공세적 무기의 후방
배치 등도 중요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하나이다. 여기에 새로운 첨단무기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군비통제
나 감축, 그리고 평화협정 등도 ‘평화 만들기’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평화 만들기 또한 불안
정한 상황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소극적 평화 유지책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평화의 구축이다. 이는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적대적

1) 국제이해교육학회 발표 논문 요지.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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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거나 선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
트는 그의 저서 <영구 평화론>에서 평화 구축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지적한바 있다.
첫째는 자본주의 평화론이다. 무역을 하는 국가 간에는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전쟁
이 일어나면 무역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무역을 하는 사람은 각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엘리트로 자국 정부의 전쟁 선포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영국의 ‘맨체스터’ 학파가 주장하는 ‘무
역을 통한 평화’ 이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공화정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른바 ‘민주평화론’이다.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의적인 전쟁
선포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대국도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 2중의 잠금 장치가 작동한다. 실제로
OECD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
다음으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안보 공동체를 쉽
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국가들은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계 평화 연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칸트의 설명이다. 궁극적인 평화 구조화는 집단 안
전보장 체제(집단안보체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의 ‘집단 안보 (collective security)’란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ce)와는 구분되는 것이
다. 집단 방위는 나토(NATO) 시스템 같은 것이다. 유엔 헌장에서 밝히고 있는 집단 안보체제는 유엔 회
원국은 하나의 공동체이며 회원국 중 하나가 침략행위를 했을 때 나머지 모두가 응징을 가한다는 것이
다. 이는 역사상 한국전쟁에서 유엔 회원국 16개국이 참전함으로써 단 한번 작동했었다. 이 체제에서는
편 가름이 없게 되므로 구조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안보공동체는 평화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
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전쟁이 인간의 마음에 내제해 있듯이 평화도 인간의 마음에
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유네스코 헌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평화의 문화’가 확산되고 공유되
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 구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2. 한반도 평화의 모색- 당사자별, 기능별 접근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고 구축하는 일련의 방안들을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한다. 여기서
‘체제’라 함은 영어의 레짐(regime)을 의미한다. 레짐의 어원은 요리법·처방을 뜻하는 ‘레서피’(recipe)
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과 이후를 앙시앙 레짐(구체제)과 누보 레짐(신체제)로 나누듯 레짐은 헌법을 기준
으로 구분될 수 있다. 헌법이란 것은 통치와 관련된 일련의 기본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절차를 집대성
해 놓은 것이다. 헌법이 바뀌면 체제가 바뀌고 권력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다. 4공, 5공 등 한국 현
대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평화체제를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며 구조화하는 일련의 원칙, 규
범, 규칙, 절차로 정의내릴 수 있다.
여기서 원칙이란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밝힌 주권 존중, 무력 불사용, 국경 불가침, 영토 존중, 분쟁의
평화적 타결, 내정 불간섭, 인권과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존중, 민족 자결, 국가간 협력, 국제법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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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같은 것이다. 임동원 전 장관이 ‘남북한 화해와 상호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
합의서)를 준비할 때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규범이란 표준화된 행위로서 평화 공존, 당사자주의 등을 들 수 있다. 규칙은 휴전협정, 종전 선언 등
행위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처방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하는 것들이다. 절차는 합의된 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립국감시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은 절차
에 해당한다.
기존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그 유형별로 분석하면 조약, 협정, 합의서, 선언, 성명, 공동보도문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인 조약에는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
에 관한 조약(2000.2.9)’,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7.11)’,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10.1)’ 등이 있다.

협정으로는 한국전쟁 정전 협정이 있고 합의서로는 2.13 합의, 제네바 합의,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있
다. 선언에는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조·일 평양 선언(2002.9.17),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
언(1992.1.20) 등이 있으며 2005년의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나 7.4 남북 공동성명, 조·미 공동 콤뮤
니케(2000.10.12) 등은 성명에 속한다.
이를 돌아보면 조약들은 주로 평화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지금의 현상을 유
지하려는 ‘평화 유지’에 초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평화 만들기’에 해당하는 발전적 의미가 있는 내
용들은 주로 합의나 선언에서 나왔다.
또한 기존의 평화체제를 당사자별로 살펴봐도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어떤 국가 혼자가 일방적으
로 ‘무장해제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가 합의해야 하는데, 우선
양자형을 들수 있다. 이는 남한이 주장하는 남북 간, 또는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간 평화체제다. 다음으로
는 3자형이 있는데, 이는 전에 북한의 김일성이 주장했듯 남북한과 미국이 동등하게 합의하는 구도 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처럼 남북한이 합의하고 미국은 이를 보증하는 구도다.
3자 구도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4자 형태의 구도다. 휴전 협정
당사국 간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남한의 법적 지위가
문제시 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진 통일을 희망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투르만 대통령의 정전협정 조인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정전협정에 주권국
가를 대표해 서명한 것은 북한밖에 없다. 협정서에 서명한 미국 측 대표는 미국이 아닌 유엔군을 대표해
서 한 거다. 말하자면 국제기구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다. 중국측의 팽덕회 (펑더화이)는 ‘중공의용군을 대
표하여’라고 서명했다. 중국정부를 공식적으로 대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법적 지위에 대
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구도도 있다. 지금의 6자회담처럼 당사국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남북한이 합의하고 4개 국가가 보증하는 형
태의 4대국 보장론도 나왔다. 6자 안보 협의체라는 다자간안보협의체 내에 남북 간의 문제를 내재화시킴
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다.
고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5자간 합의를 중시하는데 이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나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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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바 있다.
이처럼 당사자 유형별로 봐도 여러 의견이 얽혀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20자형을 말하기도 한다.
남북한과 유엔 참전국 16개국에 중국과 러시아를 합쳐 한국전쟁에 관여한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기능별로 분류해볼 수도 있다. ‘분쟁 예방형’ 체제는 기존의 조약들과 유사
하게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평화 유지’의 방법 또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분쟁 규제형’은 7.4 공동성명, 6.15 선언과 같이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를 달성
하려는 것으로 ‘평화 만들기’의 방법에 해당한다. 다만 이 유형 내에는 ‘선 군축(북핵 폐기) 후 신뢰구축’
과 ‘선 신뢰구축 후 군축’ 간의 입장별 차이가 존재한다. ‘분쟁 타결형’ 역시 평화 만들기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쟁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바꾸는 것으로 종전 선언을 통한 정전협정 폐기 및 평화협정
체결을 중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쟁 해소형’ 체제는 점진적 합의를 통한 통일 또는 일부의 주장처럼 흡수통일을 통해
통일국가를 이룸으로써 분쟁의 근원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 유형 안에서도 남북연합, 연방제 등을 놓고
입장 차이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평화통일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평화 구축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3. 한반도 평화체제의 현 단계,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공히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군사적 억지력 확보를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 틀로 설정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구상을 내 걸고 ‘평화 만들기’에 나서겠
다고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평화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단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여건이 마련 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결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
혜 정부에 있어서도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인정하는데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평화 담론이 사라진 것도 이런 흐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평
화’라는 말 자체가 실종됐다. 이전 정권에서는 일종의 전쟁수행능력 연습인 ‘워 게임’(war game)도 일부
러 ‘피스 게임’(peace game) 또는 ‘평화 연습’이라고 바꿔 불렀지만 그런 흐름이 없어졌다.
일각에서는 공세적 또는 적극적 억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선제타격론과 다를 바 없
다. 상대방이 적대적 의도를 보이는 것만으로 선제 타격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론,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지 모르겠다. 설사 (북한 붕괴라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해도 유엔의 인도적 개입이나 평화유지군
파병이 수순이지,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들어가서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국제법상 침략이나 점령행위가
될 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군의 안정화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있다.
또한 20009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워싱턴을 방문해 ‘확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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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deterrence)’와 핵우산을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오히려 그것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

화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 시설과 물질은 6자 회담의 2.13. 합
의 의해 검증가능하게 해체 할 용의가 있지만 이미 확보한 핵무기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
을 철수하진 않는 한 포기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
4. 맺는 말: 발상의 전환과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
평화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신뢰구축이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안심한 마음 상태가 평화의 전제조건
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기본조약처럼 북미간에도 국교 정상
화에 관한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거기에 평화 관련 조항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다. 북
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처럼 좋은 문건이 없다. 이행이 안 돼서 그렇지 헬싱키 협약의
주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면 남북
간에는 평화에 관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남북간, 북미간 적대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해소되면 정전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된다. 굳이 형식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백 번 해봐야 서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
다.
따라서 북미간 국교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남북 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와 10.4. 공
동선언을 이행하면 된다. 이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가 구축돼야 하고 여기서 북핵
문제가 병행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어서 북일 국교 정상화도 평양 선언에 따라 하면 된다.
결국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공존의 틀을 만들어 나갈 때 가
능해 진다.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비슷해져서 다툴 일 없으면 평화가 오는 법이다. 서로 비슷해지려
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시장경제가 들어서는 동시에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이 이런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주변 안보환경에 대한 안도감이 있어야 한다. 중국이 개
혁·개방에 들어간 것은 1979년 미중 국교 정상화 이후다. 베트남도 도이모이 개혁, 개방 노선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북한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은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평화의 문화’에 익숙해져야한다. 이들이 실종된 평화 담론을 부활시
키는 데 앞장서고 선제공격 운운 하며 전쟁을 획책하고 꿈꾸는 자들에게 쐐기를 박아야 한다. 얼마나 어
렵게 만들고 유지해온 평화와 번영인데, 이 소중한 가치들이 군사 모험주의자들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발상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지름길은 세계시민교육에 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서구가 보편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일련의 가치, 규범, 원칙, 제도를 주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인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같음과 조화를 모색하는 구동존이 (求同存異)의 자세가 배
양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름’이란 다문명, 다문화를, ‘같음’이란 인간성 (humanity)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인류의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문명과 문화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이성 속에서
도 같음을 추구할 수 있고 또한 추구해야 한다. 거기서 공존, 공생의 공감대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
다.

기조 발표│한반도 평화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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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세계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자 현장감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빈곤
과 저개발, 기후변화와 환경, 전쟁과 난민, 인간안보와 인권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에 대
한 포괄적이고 시이적절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한 역지사지 (易地思之)
적 교차문화적 이해 (cross-cultural understanding)가 세계시민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피그미의 삶과 행태를 서구의 보편적 기준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인
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용 (tolerance)과 감정이입 (empathy)이 있
어야 한다. 단순한 지식과 교차문화적 이해만으로는 용기 있는 행동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통과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현안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열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세계이해 교육으로 잘 훈
련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때 진정한 평화는 가능해 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도 같은 논리에서 접근할 수 있다. 북한을 악마화하고 적대시 하는 동시에 쳐부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북한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역지
사지적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empathy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북한도 변화된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전쟁이란 파국을 피하고 ‘win-win’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꾼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
층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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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이해교육의 계보와 글로벌시민의식 육성

기획 심포지엄

국제이해교육 맥락에서
한국 글로벌시민교육의 과제
강순원(한신대학교 교수,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장)

1. 머리말
우연히 마주한 출입국관련업무 페이지에서 재미있는 글을 한편 읽게 되었다. 「국제이해교육의 필요
성」이란 글인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지나간 세대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민족이념에 바탕을 둔
국민교육 또는 국가주의교육이 강조되었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국제사회에서 인류와 함께 생각하고 행
동하는 세계시민을 기르는 국제이해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를 알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인
류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를 세계 속에서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이러한 생각에서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
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민교육과 대립시키는 듯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을 위한 각도에
서 글로벌시민교육을 제시하는 것 같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이 국가(민족)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국민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글로벌 시
민성을 함양시킨다는 교육적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국가의 이해관계
가 수반하는 전 지구적 결과를 성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권장하는 글로벌시민교육은 중층적인 시
민성교육을 내포한다(Lauder et al., 2006).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편적인 시민성교육의 관점에서 국제적
연대와 사회적 정의에 기초하여 국민교육을 해석한다고 보는 입장이 글로벌시민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은 평화·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과 그 지향점을 공유한다고 가정한다.
제3밀레니엄이 열리는 21세기 변환 지점에서 UN은 전쟁의 20세기를 끝내고 평화의 21세기를 시작
하자는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국제 10년(International Decade for the Culture of peace and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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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ce)」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매일같이 구조적 모순에 의한 각종 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으며, 가속되는 쌍방 간의 증오와 폭력적 대응으로 인해 엄청난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글로벌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엘 헌팅턴(Huntington, 1996)이 예견한 문명 간의 충돌이 인
류사의 비극으로 극단화될지 아니면 뮐러(Muller, 1999)의 바램대로 강대국의 태도 전환에 따라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평화체제로 귀결될런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어 사회문화적 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정
의로운 세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전지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일상적 안위가 보장되지 않
는 폭력적인 글로벌 위험사회(울리히 벡, 2007)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
계(another world)는 참여적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를 통해 실현가능하다(McNally, 2006)는
바로 이 점이, 평화의 문화를 지향하는 국제이해교육의 교육목표이며 이것은 글로벌 시민성이 함의하는
바이다. 따라서 ‘글로벌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이다’라는 이태주교수(2014)의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시
민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제이해교육의 글로벌시민교육 관련성
세계의 사회악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근거한 평화와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비폭력적으로 근절되
어야 한다(지바, 1999)는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안(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은 1993년 평화, 인권 및 민주주의교육의 선언(Declaration on Education for Peace,Human Rights
and Democracy)으로 통합된다. 하지만 국민국가의 건설에 중심을 두는 국가교육제도에 국제이해교육

철학을 접목시킨다는 것이 자기모순으로 비춰지면서, 국제이해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역
량 제고 교육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이삼열, 2003). 다른 한편 탈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경쟁
이 촉발되면서 평화와 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제이해교육은 추상적인 나약한 교육철학으로 치부되
어 교육 의제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상황에 놓여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인한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
서 국제이해교육의 중층적 개념어인 문화적 다양성(다문화), 지속가능발전(환경), 평화, 인권과 세계시민
성의 필요성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Fujikane, 2003; Hayden, 2013). 그 결과, 세기적 전환기에 유네스코
뿐만 아니라 UN 차원에서도 글로벌 이슈를 포괄하는 국제이해교육을 10년 과제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
다. 즉,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국제 10년(International Decade for the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을 필두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과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을 위한 유엔 10년(UN Decade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등을 지속적으로 선언하며 국제이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실행을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이해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1974년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권고안 제1조에 따르면 국제이해교
육은 개인의 기본자유에 대한 존중과 인권 그리고 국가 간의 상호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국제질
서가 국가 간의 협력적 관계에 터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국제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따라서 국제이해교육은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문화이해나 외국어(영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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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혹은 정보화교육을 의미하기 보다는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오늘날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세계인권선언기준에 맞추어 세계시민적 책무와 권리를 균형 있게 갖춰주는 복합적인 비판적 글로벌시민
교육이다(UNESCO, 2013). 이러한 맥락에서 권고안 4조는 국제이해교육이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를 분명
히 밝히고 있다.

4. 모든 사람이 ...... 개인 및 지역사회생활과 기본 권리 및 자유 행사에 영향을 주는 세계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제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면 다음 목표를 교육 정책의 주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가) 모든 수준 및 모든 형식의 교육에 국제적 차원과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
(나) 국내 민족문화와 타민족 문화를 포함한 모든 민족, 그들의 문화, 문명, 가치와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 민족 간 그리고 국가 간 글로벌 상호의존성이 증대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라) 타인과 의사소통 능력;
(마) 개인, 사회 집단 및 국가 상호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자각;
(바) 국제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사) 사회, 국가 및 세계문제 해결에 자발적 참여;

즉, 글로벌 상호의존성이 증대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기본적 인권을 토대로 우리 문화와 다른 민족
의 문화를 다같이 존중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적 차원과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문제해결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국제연대교육이 국제이해교육의 핵심이다. 이러한 국제이해교육은 세계 체제적 관점에
서 약소국의 권리와 세계시민적 책무감을 사회정의라는 틀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좀티엔선언
10항 ‘국제연대 강화’에서도 “기본적 학습욕구를 안다는 것은 공통적인 보편적 인간책임을 일컫는다. 이
것은 기존의 경제적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제연대와 동등하고 공정한 경제관계를 요구한다”는 글
로벌 정의를 지향하게 만드는 근간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제이해교육은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이 자칫
초래할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 권력집단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을 통해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권고안 14, 15조에서 밝히고 있다. 권고안에서 밝히듯
이 국제이해교육은 보편적 민주주의원칙에 따르는 것이지 국가주의적 이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14. 교육은 국가 간 모순과 긴장의 기저를 이루는 경제적, 정치적 성격을 띤 역사적, 현실적 요인에 대한 비판
적 분석과 함께 오늘날 진정한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세계평화 발전에 실제로 장애가 되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15. 교육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강조해야 함과 아울러 이러한 이익은, 착취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독점적인
경제·정치권력집단의 이익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그림-1>에서와 같이 이러한 국제이해교육은 어디에서든지 교육과 행동의 연계를 증대해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 차원의 모든 문제를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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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국제이해교육/글로벌시민교육의 중층성

유네스코가 창립된 이래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사적 흐름에 따라 다음 세 단계로 변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강순원, 2000; 65- 77). 제1단계는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세계공동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world community)의 맥락에서 논의하던(이승환, 2000) 1945년에서 1960년대까지로, 선진국(식민지
종주국)과 후진국(피식민지국가) 간의 형식적인 식민관계는 종식되고 이른바 신생독립국의 지위로 나아

가는 희망과 신식민지적 혼란이 병존하는 권고안 이전의 시기이다. 제2단계는 1970년대 권고안이 채택
되면서부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시점까지로 동서냉전이 심화되고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 간의 종속
(dependence)이 심화되던 시기로서, 정치적 쟁점이 되는 교육 차별, 여성, 인종, 장애인, 인권, 군축, 환경

등에 대한 유네스코의 세계체제 비판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유네스코 환경
에 불만을 가진 미국은 1984년 유네스코를 탈퇴하게 된다(지바, 1999). 제3단계는 소련연방의 해체로 인
한 냉전의 종식과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를 근간으로 한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심화되어 국가 간 경
계가 느슨해지면서 폭발된 민족분규로 인한 지역분쟁이 심화되는 소위 탈냉전 시기의 초국가지배질서의
시기이다. 보다 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강화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유네스코의 교육적 맥락
도 변화되어 이전의 냉전이념 대립적 논쟁에서 탈피하여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 글로벌
시민성 등의 보편적 주제를 세계시민사회의 연대적 관점에서 국제이해교육과 접목시키게 된다. 그 결과
포괄적인 주제어였던 국제이해교육은 1994년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통합실천요강」으로 재
구성되고 이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각기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다문화교육 등으
로 특성화된다. 국제사회도 UNDHRE 1995-2004 기간에는 인권교육이 전면적으로 강조되고, UNDESD
2005-2014 기간에는 ESD가 강조되며 국내적으로도 이주인구가 증가하면 해당국가에서는 다문화교육
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환경에서는 국제이해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문화
다양성)교육 및 글로벌시민교육 등은 서로 분리되어 대립하는 경쟁적 주제라기보다는 상호 연결된(interconnected)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반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이 하나의 공

동체적 시각을 갖고 세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가는 방법을 찾는 국제이해교육(김현덕, 2007)은 국가
간이든(inter-national) 개인 간이든(inter-personal) 서로를 살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적 교육으
로 글로벌화 이슈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이해교육은, “모든 인간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 문화와 생활습관 등을 바르게 이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와 평등의 가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세계를 일구어 내는 세계시민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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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질의 향상에 둔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03).”
국제이해교육은 하나의 사회, 문화, 민족, 인종에 국한된 것이 그러한 경계선을 넘어선 인류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내의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와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
는 교육이다. 그리하여 자기(자국민)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타문화, 타민족(국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권, 평화, 사회정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및 문화적 다양성 등을 지향하
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적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서 제시된 가치
들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리게
함으로써 지구촌에서 상생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3. 글로벌 시민교육의 개념
(1) 글로벌 시민성의 개념화

시민성(citizenship)은 흔히 국적(nationality)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해외여행 시 입국
카드에 개인의 신상을 기록할 때 자신의 국가소속을 묻는 용어로 citizenship 혹은 nationality를 사용한
다. 그 때 자신을 글로벌 시민성에 속한다고 표기할 수는 없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성은 분명 특정 국민
국가에 속한 지위(status),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feeling of belonging), 그리고 민주주의나 인
권을 향한 실천(practice)을 포괄하는 정치적 투쟁의 면을 내포한다(Oslo and Starkey, 2005: 9-16). 반면
Griffith(1998)는 글로벌 시민성을 ‘인권, 책임과 행동’에 기초하는 윤리적 이슈로 본다. 즉, 자율적이고
탐구적인 비판정신을 가지고 사회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세계시민의 모습이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을 글로벌 시민성이라 칭한다. 따라서
때때로 특정 국가에 속한 국민과 자유로운 영혼의 글로벌 시민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메니우
스나 칸트, 루소 등 자유이성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은 학교가 국가의 그늘에 숨는 나약한 존재로 미래세
대를 키워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다(부르바커, 1998).
시민사회에서 글로벌 시민성을 실천해온 영국의 Oxfam(2006)의 정의를 보자면, 세계시민이란,

- 더 넓은 세계(wider world)를 인식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
-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 세계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
- 사회적 불의social injustice에 분노하는 사람
- 지역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사람
-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사람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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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글로벌 시민성이란 제국주의나 신자유주의적 패권주의 같은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여 평화・인권
・정의 및 문화적 다양성 등을 구현하려는 사회윤리적인 시민정신으로 영토적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어
‘범지구적 공공성’을 인식하는 중층적, 혼종적 시민정신을 일컫는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
치는’ global과 ‘특정 국가에 속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시민적 책임과 의무로서의’ citizenship은 때론 양
립불가능하나(조우진, 2007: 11), 풀뿌리 자치와 공공영역에 기반을 두는 시민사회가 발전할 경우, 시민사
회는 국가주의적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글로벌 시민적 요구와 조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
다. 특히 국가가 시민보다 앞서 존재했던 한국 사회에서 세계적인 여파로 1980년대 권위주의적 국가권력
에 저항했던 민주화와 함께 형성된 ‘시민사회의 부활’은 이후 시민사회의 성격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
성의 성격을 가늠하는 역사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민성이 지향하는 생명, 평화, 인권 같은 보편가치를,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시
민사회의 행동원칙으로 작동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자칫 아나키스트적 글로벌 시민성으로 비쳐질 수
도 있기에 국가와의 관계를 떠나 시민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국가공동체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이진우(2011)가 글로벌 위험사회에 대한 해제에서 밝혔듯이, 글로벌 시민성은 어떻게
하면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정치적-윤리적 성찰인 것이다. 이에 글로벌 시민성이 멋져 보이
는 공허한 수사로 끝나지 않고 그 자체로 실현될 수 있는 실천 방향을 제시하려면, 구체적인 국제정치 현
실을 냉정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핵전쟁, 테러리즘 및 세계적 불평등 등과
같은 글로벌 위험(울리히 벡, 2007)은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 각국의 시민을 정서적으로 결합하여 더 공
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
축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럴 때에만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그럼에도 글로벌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나는 어떤 국가도
글로벌 리스크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역사적 논리이며, 다른 하나는 글로벌 위험을 해결하려면 개별
국가가 글로벌화한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현실 논리이다. 글로벌 시민사회가 지향하
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세계정부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는 여전히 패권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는바, 세계주의의 성공 여부는 개별 국가가 글로벌 위험으로 형성된 세계여론에 얼마나 계몽되어 지구
의 소외집단에게 어느 정도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신자
유주의와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대항하여 중남미 좌파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을 규합해 “또 다른 세계도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를 모토로
2001년부터 시작한 세계사회포럼이 지구의 소외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McNally, 2006), 이러
한 시도도 글로벌 시민성의 구체화의 한 징표가 된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시민성은 시걸 벤-포라스(2006)의 ‘전시戰
時 시민성belligerent citizenship’ 대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으로 대비하여 설명해볼 수
있다. 이른바 전시적 시민성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시민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강조하고, 다양
성보다는 애국주의 형태로 사회적 일치를 옹호하며, 결과적으로 협의를 억제하고 다양한 시각을 침묵시
킨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시민참여, 일치와 연대, 공적 협의public deliberation로 구성되는 민주적 시민
성의 세 요소를 제한한다. 전시적 시민성의 작동 하에서는 특히 국가시민성과 글로벌 시민성 간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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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민주적 시민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은 정치교육적 성격을 지니며 이는 모
든 평화교육의 토대가 된다(Davies, 2008). 그런 맥락에서 정치적 시민성교육은 헌법에 대한 학습을 넘어
서서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행동과 개입을 위한 준비와 예비교육인 것이다. 그러므로 글로벌 시민성교육
은 보편적인 글로벌 기준에서 인지된 해악과 불의에 맞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공통의 가치관 및 능력과
관련된다.
영국에서의 시민성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초석을 놓았던 크리크 역시 시민성교육을 두 가지로 대비
하여 설명한다(Crick, 2007). 즉 전제적인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시민은 좋은(착한) 시민(good citizenship)으로 존재하나, 왜 법체계가 잘못되었는지를 공공연하게 토론하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시민성
(active and inclusive citizenship)은 정치적 이해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포용적인 시민교육에서는 적극

적인 정치적 참여를 통해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이해를 개정하는 정치적 식자화(political literacy)활동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영국에서 시민성교육이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룰 수 있는 공공의
민주적 가치를 공적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하는 학습을 말한다.
<표-1>이 예시하듯이 시걸 벤-포라스와 크리크, 그리고 옥스팜의 시민성 개념을 종합해 볼 때, 시민
성을 규정하는 성격에 따라 국가주의와 세계주의가 대립하는 양상을 띠기도 하고 혼종적 시민성으로 개
념이 확산되기도 한다. 이 두 차원의 대립과 조정 역시 시민사회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것은 그대로 글로
벌 시민교육의 성격을 제한한다.

<표-1> 대립하는 시민성

(2) 포용적 글로벌시민교육의 구도
20세기 말에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면서 유네스코 21세기위원회(1993)는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도
전할 교육방향을 다음 4가지 학습 기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지적 차원의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윤리적 수준의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실천적 행동영역의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과 가치적 영역의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이 그것이다. 특히 다

원화되어가고 점점 더 개인화되고 글로벌화 되어가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공동체적 상생의 가치인 다 함
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의 강조는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상생의 학습은 국가 단위에서만이 아닌 글로벌
수준에서의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권고안의 국제이해교육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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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교육적 화두를 제기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4기둥은 글로벌 시민교육에도 적
용되는 차원이다.
여기서 글로벌 시민교육의 개념적 적합성을 고려해볼 때, 글로벌(global)+시민성(citizenship)+교육
(education)으로 구성된 언어적 조합틀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천적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Davies et al., 2005).
글로벌+시민성 교육인 경우, 시민성교육이 주로 민주시민교육으로 해석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
벌 수준에서도 사회통합적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국가주의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즉 국가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이해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글로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민성+교육인 경우에는, 보편적인 공통의 가치와 규범으로서의 글로벌 시민성이 교육을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시민사회에서 강조될 수 있는 양식이다. 국가주의에 대한 대항개념
으로서의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담론구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시민성을 위한 글로벌+교육은 세계화교육이나 국제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글로벌교육의 내용으로 시
민성을 다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시민정신이나 시민적 가치에 근간을 둔 국제개발협력이나 국제교
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나눔, 기부 등의 형제애가 강조되는 교육적 영역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교육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어떤 장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성교육의 글로벌화는 주로 우리나라 사회
과교육의 중심틀이라 볼 수 있다. 학교교육이 국민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접
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글로벌 시민성을 국가주의를 초월하는
보편적 개념어로 이해하여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글로벌시민성 교육은 현실적인 담론구성에 실패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전제적인 정권하에서의 보편적 기준에 의한 글로벌 시민성은 탄압을 감수하더라
도 지켜야 할 원칙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주로 학교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학교 밖
시민사회에서 전개될 수 있는 접근법이다. 학교교육환경에서도 간혹 이러한 접근이 시도되기도 한다. 마
지막으로 시민성 주제를 매개로 한 글로벌교육은 대부분 국제학교나 일반 시민사회에서의 나눔과 기부
라는 틀로 확산되는 접근이다. 이것은 다름을 강조하고 이웃에 대한 연대를 지향하지만 세계체제가 잉태
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미스(Smith, 2003)는 이를 자유주의적
글로벌시민교육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제안되어 지금까지 유지되는 제7차 사회과교육과정은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육성’이 그 교육목표였다. 2007년 개정된 교육목표에서 명기
된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은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국가 내 시
민이지 세계시민은 아직 아니었다. 이것이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
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자유주의적 글로벌시민교육의 가능
성을 열어놓았다. 유럽연합에서는 국가주의적 시민교육을 넘어서서 유럽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민교
육(citizenship education)을 제안하면서 국가공동체적 시민교육을 넘어선 유럽지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시민교육으로의 교육적 융합을 지향하여 왔다(CERI, 1989). 대체로 서구의 시민교육은 자유주의적 관점
에서의 국가공동체 통합형 시민교육의 한계를 극복한 보다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요소가 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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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적 혹은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으로 수렴되어지는 경향이다(Crick, 2007). 하지만 평화체제가 수
립된(post-conflict) 북아일랜드에서는 여전히 시민이란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시민이 아닌 일반적 시민성교육은 특정 국가공동체에의 소속감정을 전제로 해야 하
는데, 북아일랜드의 경우 자신이 속할 국가공동체가 아일랜드인가 영국인가를 둘러싼 합의가 부재한 상
태에서 쉽게 통합형 시민교육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Claire, 2011; Reily & Niens, 2014). 북아일
랜드 분단 후 사회 시민교육의 방향혼재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강순원, 2014).
글로벌시민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의 소속 국가와 세계적 맥락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함으로
써 통일된 하나로서 글로벌화한 시민학습을 이수하게 하는 지식, 기법 및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포
괄하는 총체적인 접근이다(강순원, 2010). 특히 이주인구의 증가로 유동성이 많은 다인종・다문화사회에
서는 단일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다원적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 혹은 혼종적 시민성(hybrid citizenship)이 요구되나, 그럼에도 국가 간의 경쟁과 경계는 더 강화되고 주류문화 중심의 동화주의적 경향은

심각하게 드러난다(Pike, 2000). 그 결과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더 심해지고 세계화가 낳은 국가
간의 불평등은 인종차별주의를 더 자극시키고 있음으로 인해 글로벌 위험사회 징후군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수반하는 모든
배타적 정책에 반대하여 인권을 보장하며, 참여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보편적 글로벌시민교육으로
서 포용적 모형(inclusive model)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중요한 교육지침이 되고 있고 이는 유네스코의
교육지향점이기도 하다(이주옥, 2007; Oslo & Starkey, 2005). 포용적 글로벌시민교육은 다양한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며, 정치적 식자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상황과 국
가적, 세계적 상황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게 하는 비판적 학습이다(UNESCO, 2009 Kwon & Kang, 2013).
따라서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글로벌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폐
쇄적 국가주의(chauvinistic nationalism)에 갇혀있는 시민성과 분리하여 탐색하는 재고찰이 글로벌시민
교육에서 필요하다(Nussbaum, 2002; Osler and Starkey, 2005). 따라서 글로벌시민교육은 소속국가에 대
한 국민적 의무와 권리에 초점을 둔 시민교육에서 더 나아가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인권과 평등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단순히 소수민족집단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라기보다는
그들 간의 상호작용 극대화를 위한 다인종적 연대감에 터하여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전 지구적 상호의존
학습으로 연결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시민은 일국적 소속을 넘어서서 다양한 공동체에 동시적 소
속감을 가지는 혼종적 정체성으로 이어지게 한다(변종헌, 2001, 65; Banks, 2008).
오늘날 비판적으로 과거를 성찰하여 현재의 문제에 도전하며 미래를 정의롭게 여는 글로벌시민교육
은 20세기 전쟁의 세기를 마감시키고 21세기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평화교육의 축을 구성하게 된다
(Juanes, Garcíia & Péerez-Manjarrez, 2013). 영국 Oxfam의 글로벌시민교육의 모형에 국제이해교육 권고

안의 내용을 첨삭하여 새롭게 구성한 포용적 글로벌시민교육 모형은 학교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성인평생
학습 그리고 교사교육에서도 유익한 교육과정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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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포용적 글로벌세계시민교육 모형

인지적, 윤리적, 정의적 및 실천적 학습의 관점에서 제기된 교육의제들은 적절한 교육기법으로 다뤄
져야 한다는 유네스코 4차원의 학습지향성에 근거한 포용적 글로벌시민교육은, 수직적 차원에서 아동에
서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고 수평적 차원에서 학교교육과 미디어, 가정교육, 평
생교육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평생학습과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글로벌시민교육은 글로벌이슈에 관한 간
학문적 접근을 토대로 다양한 관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학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시민교육을 통해 혼종적 시민성을 함양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환경이 글로벌하게 변해가는 이 사회생태학적 도전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한국 글로벌시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성찰해볼 때 글로벌시민교육을 전면화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포하는 것
은 결코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글로벌시민교육은 아니다. 이는 비단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자체가 글로벌시민교육에 열려있지가 않다. 글로벌시민교육은 다른 나
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국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Davie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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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주도, 입시위주, 성과중심적 교육제도는 사회정의와 형평성, 문화적 다양성

과 자결권, 세계체제와 상호의존성, 지속가능발전,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분쟁 등과 같은 학습
주제를 교실에서 다루기 어렵게 만든다. 해당교과별로 다룰 내용이 교과서에 이미 다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유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적 특수성이 보편성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주제를
교사 의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위험이 크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이 교사들이 제일 우려하는 바이
다(Davies, 2003). 특히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학교환경은 입시와 무관한 글로벌시민교육 관련 주제를 다
룰 시공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둘째,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정책화 의지가 미약하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다. 식민지를 당하고
국제적 역학구도에 의한 민족분단과 내전을 경험하였음에도 권위주의적 정권 리더십에 의해 성취한 경
제성장은 교육에서 국가주의적 애국주의를 과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주의를 극복하자는 글로벌시
민교육은 민주화라는 또 다른 이면에서의 정치적 의식화의 성과를 묻히게 하였다. 국제이해교육 역시 글
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국어교육이나 정보화교육으로 이해되듯이 글로벌시민교육 역시 이러한
구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한계이다. 국가 간 상호의존성도 보호주의적 방어주의를 극복하기가 어렵
다. 인류애와 국제연대, 사회정의와 형평성을 위한 노력과 관심, 지구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그리고 지
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평화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글로벌캠페인을 향한 동참의지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반대 등과 같은 글로벌시민성에 근간한 가치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 근본이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보
편적 가치는 학교교육 일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식민지를 당하고 종속적 상황에 놓여있던 경험은 다
른 약소국을 지배하고 싶은 힘의 논리로 치환되어 버린 상황 자체가 글로벌시민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사
회문화적 요인이다.
셋째, 글로벌시민교육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문제는 부처 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론적인 어려
움을 배가시킨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환경교육은 환경
부가, 통일교육은 통일부가, 직업교육은 노동부가, 양성평등교육은 여성가족부가 그리고 각종 교과에 대
한 교육은 교육부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나 글로벌시민교육은 특정 교과도 아니고 특정 관련부서
도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아닌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외무부가 코이카
와 함께 ODA관련 사업에서 글로벌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나 이것은 해외지원사업을 위한 프
로그램이지 상생적 관점의 근본적인 글로벌시민교육의 포괄적인 형태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관련부처
간의 협력이 전제되는 주제학습이 처음부터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넷째, 교육현장에서의 접근조차도 글로벌시민교육은 해당부서의 프로그램이지 전체 기관의 정책아
젠다로 자리잡지 못하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협동학교에서조차 담당교사만 이런 글로벌시민교
육활동을 하지 다른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도 유사하다. 주
로 국제협력 사업부서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들은 거
의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글로벌시민교육은 whole institution approach를 원칙으로 하나 현실
에서는 지난한 과제이다. 결국 해당기관장의 리더십과 의지로 귀착되는 현장착근성은 특히 우리나라 학
교순환보직제 하에서는 잦은 교체로 인해 지속가능한 실천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다섯째, 글로벌시민교육 교수학습방법의 차별화 및 연구개발의제의 문제이다. 학교교육은 관련교
과 교수법을 개발하는 데 주로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시민교육은 주로 사회교과와 도덕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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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몇몇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김경은&이나라, 2012; 김다원, 2009; 김용신, 2013; 노찬옥,
2004; 모경환&임종수, 2014). 비판적 사고, 타인과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분석능력 및 효과적인 토론 그리

고 협력과 분쟁해결능력 등과 같은 기법은 일반 교과에서는 많이 장려되는 페다고지가 아니다. 창의적
교수방법으로 전환하자고 논의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학교교육은 주입식으로 교과진도 나가기에 바쁘다.
더구나 자기정체성과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한 존중, 인류애와 글로벌 연대 및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과 같은 윤리적 주제들은 도덕교과의 주제로 간단히 다뤄질 수 있는 덕목이 아니다. 특히 글로벌 이슈
에 대한 인식과 참여, 대안모색과 실천 그리고 가치판단에 따른 참여적 행동 등은 학교 밖 활동과 연계되
어 있어서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한 교사의 경우엔 무척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시민교육
을 해보고자 하는 교사들도 막상 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이러한 주제를 다뤄야할지 난감한 것이다.
여섯째 글로벌시민교육은 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Print, 2007) 적절한 교사연수
가 핵심이다. 교육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연구실천집단이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글로벌 환
경의 변화가 가져온 글로벌시민교육의 실천요구는 성급한 단기성과에 매달리게 만든다. 실제로 관심을
갖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교사연수를 하고자 하나 기존의 연수시스템 하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적합한
기법으로 다뤄줄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을 주도할 시민단체나 유네
스코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나 여전히 제한점이 많다.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협동연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지역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식적/비형식적 교육
기관들과의 협력과 상호보완이 제한적이나마 가능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일곱째, 글로벌시민교육은 이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실천으로 간주되나 현재
까지는 관련분야 전문가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활동가들도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보다
는 주로 해외자료에 의지하거나 또한 유사자료를 종합하여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글로벌시민교육과 평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교육
등과의 관련성이 모호하여 차별성과 공통성에 대한 이해를 객관적으로 유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다. 특히 용어선정이 교육현장의 필요성에서 산출되었다기보다는 정책 아젠다에 의해 상급기관인 교육
부나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으로 하달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천의 지속가능성이 부재하다는 점
이다. 인권교육을 하고 있으면 주제가 바뀌어 갑자기 평화교육을 하라고 했다가 또 다문화교육을 하라고
했다가 인성교육을 하라고 하니 교육현장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적 오해로 인해 국제교류나 결연만이 글로벌시민교육의 성
과로 인지하는 학교장이나 교사들로 인해 글로벌시민교육이 글로벌시민성 자체를 오도한다는 점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은 자민족중심주의에 기반한 폐쇄적 사고방식의 파기를 선행 조건으로 하여 당면한 글로
벌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지구촌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글로벌 시민적 책무의식이 발현되도록 하
는 glocal(global+local) 교육이다(Pak, 2013). 글로벌화가 미치는 지역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지역사회 시민교육이 글로벌시민교육이라는 점을 교육현장에 착근시키는 어려움은, 외국만 가면 글
로벌시민교육을 했다는 편의주의적 성과지표의 왜곡에서 연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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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이다’는 선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글로벌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
권고안을 바탕으로 현장에 착근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글로벌화가 초래한 위험증후인 글로벌 불평등
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시각이 요구된다(Howe, 2014).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식민지도 아니고 원조를 받는
가난한 국가가 아니다. 지난 날 우리가 받았던 아픔을 다시는 되돌려주지 말자는 역사적 교훈이 우리에
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부나 한국인이나 한국기업이 가하는 우리보다 힘
없는 국가에게 주는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려질 것이다. 정보화의 위력으로 인해 우리의 자화상
이 세계의 스크린에 그대로 비쳐지는 오늘날 상호의존성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의 핵심인
권고안 6조는 지금도 살아 있다. “6. 교육은, 세력 확대와 침략과 지배를 위해 전쟁 수단을 사용하거나 억
압을 위해 무력과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특히 강조해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평화를 유지할 책임을 인
식하고 또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국제 이해와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하고, 모든 종류
의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모든 형식의 인종주의와 파시즘과 인종 차별정책 및 이 권고의 취지에 반하
는, 그리고 민족적, 인종적 증오를 부추기는 기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투쟁 활동에 이바지해야 한다.”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서의 우리 위상은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상생의 도전기회이기도 하다.
내가 사는 공동체에 대한 역사로부터 성찰하여 현재의 문제를 깊이 분석하면서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하는 글로벌시민교육이 현재 우리에게 절실한 시대적 명령이다. 국제이해교육권고안이 가
능성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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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왜, 지금 세계시민교육인가?

‘세계’는, 그리고 ‘개인’주체는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고 꿈꾸는가?
consulting
█ 무엇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인가?
Training
█ 어떤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것인가?
█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인가?

글로벌교육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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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2015 글로벌교육의제 설정 플랫폼의 흐름

•

1990 태국 좀티엔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회의’
- ‘모두를 위한 교육(EFA)’ 공식화 및 모멘텀 마련

•

2000 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회의
- 지난 10년간의 EFA 성과 평가 및 새로운 전략 논의
- ‘다카르 행동 계획’ 채택

•

2000 하반기 ‘유엔 새천년정상회의’
- 새천년 개발목표(MDGs) 선포: 2015년까지 목표 달성 기한 설정

•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대한민국 인천, 2015)
- 인천 선언 선포
- Framework for Action 채택(예정)

Post 2015 글로벌교육의제의 큰 그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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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협의 프로세스
- Post 2015 개발 의제에 관한 고위급패널(HLP)
- Post 2015 UN Task Team (UNTT)
-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UNDG)
- UN Global Compact (UNGC)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

Post 2015 개발의제에 대한 UN UNGA 2013 SG’s report
- SDGs 열린작업반(OWG)–UNGA Sept 2014 (OWG) 보고 준비 – 진행중
- 2014. 9월 현재 – 정부간 회의
- 2015 세계교육포럼, 인천, 대한민국
- 2015. 9월: New York Heads of State & Governments (HoSG)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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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 foundation(2013)

글로벌의제로서 세계시민교육이 다루어지는 두 개의 축

█ 2015 세계교육회의에서 어떤 의제와 내용을 다루든 간에,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은 언제나 가장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것의 본질은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의 주요한 차원을 통
합하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Savolanien, 2013:9)

기획 심포지엄│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과 실제 이해

4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Post 2015 맥락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가속화
 세계 인권체제의 형성 및 개인성의 강화
 변화하는 21세기와 양질의 학습,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 2013.1 세계경제포럼 ‘가장 시급한 의제로서의 글로벌 교육’ 강조
- 모두를 위한 교육(EFA)를 넘어 모두를 위한 양질의 학습
 『들뢰르 보고서』(1996) ‘더불어 사는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2015 세계교육회의’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
 세계시민의식은 국제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인류를 향한 연대감을 기조
로 하는 정신(ethos) 으로, 이를 고양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가
주창한 ‘더불어 사는 교육 (Learning to Live Together)’과 ‘모두를 존중
하는 교육 (Teaching Respect for All)’의 핵심 가치임

‘글로벌 EFA 가버넌스’체제에서 세계시민교육

•

교육기본 주제별 우선순위: 5가지 영역

-

42

영유아교육을 배움의 근간으로 구축하는 것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은 교원임을 인식하는 것
삶과 직업을 위한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
교육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강화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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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FA 가버넌스’ 체제에서 세계시민교육
 교육기본 원리의 천명(p.5): 유네스코 37차 총회 결과 보고서

- 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다른 권리의 실현과도 연관되어있다.
- 교육의 기본 원칙은 공공재라는데 있다. 국가와 동시에 사회와
커뮤니티, 부모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교육은 인간 자아실현의 기초이자,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양성
평등과 책임 있는 세계시민성의 기초이다.
- 교육은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키고,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삶의
기회를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다.

‘글로벌 EFA 가버넌스 ’ 체제에서 세계시민교육



교육의제 우선 목표와 타켓(Target 5)

- 2015 체제에서 교육 목표는 학습자의 필요와 맥락에 적합한 학습목표와
교육과정이 구성 되어야 하며, 모든 학습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 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평화와 지속 가능 한 개발, 양성 평등, 그리고 세계시민성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y 2030, all learners acquire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to establish sustainable and peaceful societies, including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FA 운영위원회 Joint Proposal, 2014.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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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2015 SDG ’체제에서 세계시민교육


교육의제 우선 목표와 타켓(Target 4.7)

- 포괄적 교육목표: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
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 4.6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 성 평등, 평화의 문화, 비폭력,
세계시민성, 문화다양성을 함양하는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자들이
습득하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함
by 2030 ensure all learners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출처:UN(2014)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proposal.html (UN OWG 최종문건)

국제사회에서 주목 받는 세계시민교육
█ 세계시민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것인가?
- 국제교육 담론의 역사적 맥락 분석
█ 국제담론에의 비판적 성찰 필요
- 글로벌인재양성교육?
- 사회과교육의 글로벌화?
- 국제교육 ODA 재원마련을 위한 시민의식함양 교육인가?
- 결국 세계시민이란 누구인가?
-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성과와 영향력, 변화는 어떻게 측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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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이론적측면의 세계시민교육 담론

포괄적, 다층적, 논쟁적 개념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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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다층적, 논쟁적 개념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포괄적, 다층적, 논쟁적 개념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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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주요 정의
•

히터(Heater)
- 하나의 인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르치는 교육
- 자구와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고양하는 교육
- 자신의 공동체보다 상위의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
- 세계 정부에의 기여 및 헌신(지구적 문제 공동대응)을 가르치는 교육

•

포크(Falk): 학습자의 참여와 실천 강조
- 전 지구적인 개혁활동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 경제적인 영역의 초국가적 활동
- 지구 질서의 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의식 고양
- 학습자가 터한 지역사회에 대한 정치의식을 키우고 참여하는 교육
- 초국가적 사회 운동을 진작하는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토대
인지적 영역
-

글로벌
글로벌
다문화
글로벌

체제
이슈
이해
메커니즘

세계시민교육(GCE) 주요영역 및 구성요소
기능적 영역

정서적 영역
-

국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
다문화주의
지구적 참여
사회 정의 및 평등

-

비판적 사고
지구적 연대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행위

기획 심포지엄│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과 실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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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에 서 핵심 키워드 ‘글로벌’이해

성찰적이고 명확한

세계에 대한 지식, 기술,

국가적, 세계적 정체성

태도 습득

글로벌리즘과
글로벌 역량
문화, 국가, 글로벌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모든

커뮤니티의 역학구조

인류를 위한 헌신

출처: Banks(2007)

22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

48

•

세계시민교육의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경계와 긴장

•

global education for citizenship vs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

학교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이란?
- 교육적 인식론,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변화를 도모
- 학습자: 전 세계를 인식하는 ‘눈’의 확장, 글로벌체제에 대한 인지력, 의
식, 가치, 태도, 개입과 참여의 질적 변화 도모
- 교수자: 세계시민교육을 교수학습 체제에서 가르치고 촉진하고 개입하
는 참여자,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체성 문제
- 교육과정: Beyond transmission, comprehensive learning intentions
and reflec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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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정리

•

세계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첫째, 세계를 긴밀하게 연결
된 하나의 체계로 사고하는 세계적 체제론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구공동체에서 ‘나’와 ‘타자’에 대한 성찰
적 사고를 견지하면서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행위를 연
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교육이다. 셋째, 건강하고 평화
로운 지구촌을 발전시키는 책무성을 고양시키는 시민교
육이다. 넷째, 세계의 현실과 발전에 대한 주체의식, 소속
감, 정의감을 높여서 다양한 수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세계시민성은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고 지구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적 자질과
정체성, 그리고 행위까지 포괄하는 것이며, 세계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이다(김진
희 외, 2014:11)

실천, 전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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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의 실천과 전개

•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 범지구적 이슈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참여 역량강화
- 보다 공정하고, 평화롭고, 수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에의 기여

•

학습 내용과 배움의 과정
- 전환적 지식 역량강화, 미래 개척을 위한 권리와 의무 각성
- 비판적이고 변혁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전개
- 인권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평화교육

ㅓ
세계시민교육의
구성 요소와 진흥
•

세계시민교육의 구성 요소
- 글로벌 문제와 동향에 대한 지식과 이해, 보편적 가치(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보살핌, 차별금지 등)에 대한 존중과 지식
- 비판적 · 창의적 · 혁신적 인지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과정
- 비인지적 능력인 공감, 이질적 경험에 대한 수용도, 대화 능력, 타 문화 배
경 사람과의 네트워크 능력
- 능동적 참여를 위한 행동 수용 능력

•

세계시민교육의 촉진과 진흥
-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 맥락의 중요성
-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및 교수법 가이드라인 필요
- 학습 환경을 직업과 세계 커뮤니티와 연관성있게 구성
- 학습자의 실제경험(예. 지역사회기반 활동, 교환학생, 외국어학습 등)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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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출처: 교육부(2010)

학교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위치와 접근 양상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각 교과 교육과정 활용(2011년 고시)
- 교과목 내에서 내용적 연계 통합
- 교육과정 경계를 교차하는 세계시민교육 실천
- 특별창의체험 활동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 새로운 교수학습 내용으로서의 주제 중심형 세계시민교육

* 세계시민성 관련 콘텐츠와 이슈를 교육과정내에서 내용적, 교수학습 차
원에서 융합하는 접근
* 각 학교급별, 교육환경별, 교과별, 학교장 및 교사의 관점과 리더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고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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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실천과 접근

학교를 넘어서 전개되는 세계시민교육
•

유네스코학교 (ASPnet)
- 일반 학교에서의 국제적 관점의 통합을 지원하고
유네스코의 가치를 알림(인권, 평화, 관용, 지속가능
발전, 문화다양성 등)
- 현재 전국 186개 학교 활동 중( - 2014)

•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제(7가지): 평화, 인권, 다문화이슈, 환경,
국제기구, 지역문화, 경제

•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 현재 유아·초·중·고등학교 3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
- 지방 교육청(예.서울시교육청) 지원 하에 NGO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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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넘어 전개되는 세계시민교육: 연령별,학령기별 접근
총론
유아

나는야
세계시민

인권

환경

아동보건
캠페인

평화(학교폭력
예방교육)

*유아용 교재는 총 4차시로 교안, 교구 이 패키지로 제공
* 1-3차시는 교사가 진행, 4차시는 월드비전 직원이 진행

초등
저학년

세계시민의
눈으로 바라보
는 세상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필요와 권리)

소중한 지구
(환경파괴와
빈곤)

5 만들기
(새천년 개발
목표)

같지만 달라요
다르지만 같아
요(차이)

초등
고학년

세계시민의
눈으로 바라보
는 세상

운동화 소녀
이야기
(아동노동)

기후난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새천년 개발
목표)

모두가
함께해요
(협력)

중등

세계시민의
눈으로 바라보
는 세상

인권

물은 생명이다
(전세계
물 부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새천년 개발
목표)

나로부터 시작
되는 정의
(인간 존엄성
과 배려)

고등

세계시민의
눈으로 바라보
는 세상

Open your
eyes!
(소년병 이야
기)

햄버거 커넥션
(육류소비와
숲 파괴)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우간다 아동
보건)

교실에서 시작
되는 정의
(협력)

출처: 월드비전(2014)

학교를 넘어서 전개되는 세계시민교육(해외 사례)
•

옥스팜 GCE 프로그램
- Oxfam Youth Ambassadors
- 세계시민교육 가이드북

•

The Global Citizen’s Initiative(TGCI)
- 미국 비영리단체
- 75개국 참여
- 교육 트레이닝, 권익옹호(HIV/AIDS, 인권, 극빈 등)

•

The Young Masters Programme
- 유네스코 주도
- 참여자: 교사 및 학생
-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교육 자료 공유

기획 심포지엄│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과 실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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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쟁점과 도전

•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측면
- 세계시민교육의 정체성과 철학 정립
- 형식교육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교수방
법 구조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인프라 미비
- 창의인성교육으로서의 강제적/ 자발적 교육?
- 하나의 포괄적 주제/ 세부적 주제 ?

•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혁
- 세계시민교육 실행을 위한 조직 구조적 지원
과 마인드
- 교육을 둘러싼 국가주의 VS 이상적 세계주의
이분법 넘어서기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쟁점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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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의 도전
- 많은 도전과 한계 존재
- 국제사회의 논쟁과 내용 구성의 쟁점
어떻게 보편성(universality)을 증진하면서 특수성(difference,
particularity)을 존중할 것인가?

•

국가차원 활용방안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활성화
- 세계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개념들을 지역 특수성에 맞게 맥락화
- 세계시민교육을 평가하는 지표/지수를 학업성취도 평가에 활용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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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쟁점과 도전: 측정 지표 개발

방향과 제언

기획 심포지엄│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과 실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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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2015 맥락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비판적 이해와 진흥

글로벌교육의제로서 세계시민교육(GCE)의 비판적 이해과 활성화
- 유네스코 교육담론에서 온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Post 2015 교육
의제로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등장
- 세계교육의제로서의 세계시민교육(GCE)에 대한 잠재적 도전과 비판적지적
- 즉각적이고 단순한 결과가 아닌, 복합적인 참여와 개입의 필요
- 세계시민교육(GCE)의 수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들간의 공동작업
- 세계시민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구성 및 측정 지표 개발에 대한 과제 산재
- 글로벌교육의제로 세계시민교육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재조명

Post 2015 맥락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비판적 이해와 진흥

학교를 넘어, 일상의 생활세계-지역사회- 글로벌공동체를 연계하는 세계시민교육
학습자의 글로벌역량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의 경계
교육주체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식 변화와 실천
- 교원의 세계시민역량 강화, 교원 연수 다양화 및 내실화, 학교장 리더십 강화
세계시민교육 교과과정 구성 및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추후 과제 산재
글로벌시대의 핵심 교육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역할과 의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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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단계별 접근

세계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절차적, 순환적 접근

성과/모니터링

실행/실천

계획/ 설계

비전과 목적
원칙과 개념
구성요소/ 심화연구
지원 정책
재정

교수 & 학습
학습환경
지역사회 참여
글로벌 마인드+ 지역적 행동
평생학습 차원의 실천

학습자의 변화: 양적 & 질적 방법
절차적 모니터링
정책과 학습자의 변화 상관관계
세계시민교육의 영향력 검토

세계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실천 구조 내실화

비전

계획 /전략

기초이론연구
및 실증연구

세계시민교육

Global- ‘life world’-Local

정책 개발
(학교-시민사
회-지역-미디
어)

성과관리/
모니터링

실행/실천
(정책착근+현
장변화+교육
자 연수

기획 심포지엄│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과 실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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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포지엄

글로벌시민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 : 글로벌 동향 및 과제
엄정민(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GLOBAL PROMOTION OF GCED:
KEY EFFORTS AND CHALLENGES

글로

EOM Jeongmin

Chief, Research & Development Team,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15th Annual Conference of EIU
22 November 2014 I APCEIU, Seoul,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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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ED – contextualizing the discourse
Conceptualizing “what?” in relation to “what for?”
Why GCED?
The world faces global challenges, which require global solutions. These interconnected
global challenges call for far-reaching changes in how we think and act for the dignity
of fellow human beings.
It is not enough for education to produce individuals who can read, write and count.
Education must be transformative and bring shared values to life. It must cultivate an active
care for the world and for those with whom we share it.
Education must also be relevant in answering the big questions of the day. Technological
solutions, political regulation or financial instruments alone cannot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t requires transforming the way people think and act.

Education must fully assume its central role in helping people to forge
more just, peaceful, tolerant and inclusive societies. It must give people
the understanding, skills and values they need to cooperate in resolving
the interconnected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 UN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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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ED ethos in GEFI

Education is much more than an entry to the job market. It has
the power to shape a sustainable future and better world.
Education policies should promote peace, mutual respect and
environmental care.
-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s-

EIU and GCED
Same Vision and Goals in Different Names
Transformative Education Initiatives for Learning to Live Together in the Global Era
EIU is a UNESCO-initiated holistic and multi-dimensional education initiative to
promote a Culture of Peace in the rapidly globalizing world. It advocates
participatory democracy, human rights and dignity, social and economic equity,
intercultural respect,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peaceful and just reconciliation of
conflicts. EIU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the issues are
interconnected with one another, while helping educators develop their capacity to
actively and creatively engage in their educational settings and community.

EIU is called interchangeably a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r global education.

기획 심포지엄│글로벌시민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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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nd Tasks in
promoting GCED at the global scale


What to be taught/learned? GCED as content



How to be taught/learned? GCED pedagogies








How to make it relevant to local/national/regional
contexts, while delivering its gist? global guidelines vs.
contextualized curriculum/programs/implementation
How to monitor? global monitoring vs. performance feedback
How to promote it without overcrowd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relation to existing curricula
How to link it to existing initiatives, resources and
networks?

Competences for GCED
(expected learning outcomes)

(Cognitive)
- Learners have acquired knowledge, understanding and critical thinking
about global issues and the interconnectedness/interdependency of
countries and different populations
(Socio-Emotional)
- Learners have a sense of belonging to a common humanity and shar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Learners demonstrate empathy, solidarity and respect for differences and
diversity
(Behavioral)
- Learners act effectively and responsibly at local, national and global
contexts for a more peaceful and sustainable world
- UNESCO EAG (Experts Advisory Group) on GCE D (work in progress). June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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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nitiatives by UNESCO: TLO & MAT
(in cooperation with APCEIU)



Objectives






to provide a set of age-specific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for
GCED
to brainstorm and draft an outline of the framework for
measurement indicators in reference to TLO (Measurement Ad Hoc
Team)

Current works in progress




2nd draft of TLO is being reviewed and revised (final draft to be completed
by January 2015 and to be published prior to 2015 WEF in Incheon)
Four key GCED-ESD competences as learning outcomes to be assessed were
identified (Experts Advisory Group meeting, 26-28 June 2015)

UNESCO’s Initiative

Curriculum Guidelines: GCED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Forthcoming. January 2015. In cooperation with APCEIU)

1st & 2nd draft: organized around four core strands :


Critically literate global citizen (critical social and political literacies)



Socially diverse and connected global citizen (identities and relationships)



Ethically responsible global citizen (soci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ies)



Engaged and responsive global citizen (participation in communities)



Each core strand entails cognitive, socio-emotional, behavioural
competencies: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기획 심포지엄│글로벌시민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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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Discussions/Efforts_LMTF2.0 GCED WG


Purpose
to promote GCED

to provide guidance for governments and educators on how to foster
teaching, learning and measurement of global citizenship competencies
Lead by

three co-conveners (UNESCO, YAG and CUE) and




five co-chairs (UN SG’s envoy on youth, APCEIU, LEAP Africa, CEE, Prof. from
Colombia)





In consultation with
76 working group members (Subject Matter/Pedagogy (29), Measur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25), and Policy, Advocacy & Communication (32)



** More of a consultation process to ensure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to be
included

Issue of Monitoring:
Recommendations from TAG, EFA SC


General to all the targets






No explicit focus on equity in the Joint Proposal targets  but, recommends
developed indicators capable of measuring and monitoring inequality and being
disaggregated as much as possible by age, sex, loc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other markers of disadvantage

Specific to Target 5


64

The targets themselves focus on learning outcomes(i.e. how much people learn),
coupled with access to and completion of schooling. Therefore, indicators to
measure the level of learning to supplement existing indicators for input and output
need to be developed.

In addition to the new pressure for “learning outcome” indicators, Target 5 also need
to articulate output indicators (like other (old)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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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from TAG, EFA SC




Target 5: By 2030, all learners acquire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to establish sustainable
and peaceful societies, including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at should be measured?

Key concepts to measure in this target include:
-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required to
establish sustainable and peaceful societies; and
- Participation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3

Anticipated
Pitfalls 1.
Understanding
GCED:
Common
Misperception

What GCED is not…
GCED ≠ Ed. for global market competence
GCED ≠ (Overseas) Development Ed.
GCED ≠ Learning about the world (as pieces
of information/knowledge)
GCED ≠ …

기획 심포지엄│글로벌시민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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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nticipated
Pitfalls 2.
What to be
highlighted in
GCED

Aspects to Be Highlighted in
GCED competences
-

System thinking on “connectedness”

-

Critical reflection on “othering”

-

-

-

15

Action-oriented attitude/behavior
(changes)
Sense of Hope (Pedagogy of Hope)

Anticipated
Pitfalls 3.
Monitoring
Issue: Is this a
way we want?

References from IEA’s
ICCS - Example (2009
MS, released)

UNESCO GCE/ESD MAT – 27 June 2014 – Pari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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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ilation of Good Practices

- with analysis of how success/failure is brought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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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이해교육의 계보와
글로벌시민의식 육성
타카아키 후지와라 (동지사여자대학 /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들어가며

일

본 논고는 일본 국제 이해 교육의 현재를 형성한 유엔 유네스코,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교육, 일본 정
부의 문교 정책, 민간 교육 운동 등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글로벌 시민성을 어떻게 파악 하고 있는지를 논
의하고, 필자의 수업 실천을 이러한 계보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실천적인 검증도 함께 하려고 한다.
국제 이해 교육은 이념이나 정책 제언만이 아니다. 학습 내용, 교수법·학습법 등의 교육 과정이 필
수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실천과 결합되어야 의미가 있다.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는 연수를 거듭하며
수업을 실천하고, 성찰을 반복하는 가운데 직무 능력을 개발하고 실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간다. 본고는
이러한 이론의 동향과 계보, 수업 실천, 전문가로서의 교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초기 유네스코와 협동 학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 이해 교육은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중 하나인 유네스코가 담당해 왔따. 세
계대전에서 다수의 군인과 민간인의 전장 안팎에서의 사망, 원폭과 홀로코스트 등 대량 살상에 대한 깊
은 반성을 바탕으로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평화의 요새
를 깨달아야한다"는 유명한 ‘유네스코헌장’(1945년)의 ‘평화에 대한 기대’, 1948년에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의 인권 존중에 대한 바람은 당시 세계에 공통된 것이었다.
전후 초기 유네스코 교육에는 고정된 명칭이 아닌 ‘세계 시민성 교육’(Education in World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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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과 ‘세계 공동 사회 생활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Living in a World Community) 등의 명칭을 사

용하였고, 1955년 이후 오랫동안 사용된 ‘국제 이해와 국제 협력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이 ‘국제 교육’으로 약칭되면서, 일본에서는 ‘국제 이해 교육’이라는 용

어로 정착했가(나가이永井1985 : 43-45).
유네스코는 ‘국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유네스코 협동 학교’를 회원국과 협력하여 마련했다. 일
본의 국제 이해 교육도 전후 초기에는 유네스코 협동 학교(실험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국
제 이해 교육의 주제는 ① 인권 연구, ② 타국·타민족의 이해, ③ 유엔 연구가 중심이었다. 인권 연
구는 인권 존중과 인권 의식의 향상, 여성의 권리 및 지역, 재일조선인에 대한 편견 제거 등, 타국 이해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이해, 인도 연구 등이 있고, 수업은 사회과 등 관련 교과에서 이루어졌다(나가이1985 :
67-80).

2. 유네스코 1974년 ‘국제 교육’ 권고와 일본 정부의 대응
1974년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교육’ 권고, 정식 명칭 ‘국제 이해, 국제 협력 및 국제 평
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에 관한 권고는

초기 유네스코의 세 가지 연구 주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주요 문제 연구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세계 시민성과 글로벌한 시각, 세계 연대 의식의 육성을 내걸어 시민적(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특색이다. ‘74년 권고’는 세계적인 상호의존성 증가와 지구 규모의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제창되어 온 글로벌 교육, 개발 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유네스코의 국제적인 동향에 엉거주춤한 태도였다. 권고 후 8년이 지나 ‘국제 이
해 교육 지침서’(1982)가 나왔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A) ‘국제 이해 교육의 새로운 견해와 중점’으로
문화 상호 이해(모든 문화 간의 상호 이해)의 중시, 국제적 상호 의존 관계와 세계 공통 핵심 과제의 인식
을 통해 세계 연대 의식과 세계적인 시각의 육성을 제시하는 한편, (B) ‘일본의 국제 이해 교육의 역점’으
로서 세계 속의 일본(무역 의존도), 일본인의 자기 발견,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자각(국제성이 풍부한
일본인)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대립하고, 모순되며, 상극하는 (A)(B)의 강조점, 즉 목표 이념으로 세계 시

민성과 일본인성이 병기되어 있을 뿐이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정부(문부성)의 관심은 유네스코의 국제적인 동향과는 먼 일본 독자적 국
익에 대한 관심, 즉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의 주재원과 그 자녀들의 귀국 후
학교 적응을 과제로 하는 귀국자녀 교육으로 옮겨 갔다. 그리고 1980년을 전후해서 정책적으로 귀국자녀
전문학교가 생기고, 연구 단체로서 ‘이문화교육학회’(1981년)가 설립되었다. 귀국자녀 교육은 기존의 국
제 이해 교육에 일본 고유의 ‘내면의 국제화’라는 과제가 있음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74년 권고’에서 세
계 시민성에 부응하는 과제를 확산시킴으로서 타문화 이해 관점을 좁히는 결과가 되었다.

70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3. 국제 이해 교육 ‘공백의 시대’와 민간 국제 이해 교육 활동
일본 문부성이 유네스코의 국제적인 동향으로부터 거리를 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는 일본의
국제 이해 교육이 ‘공백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국제 이해 교육을 유지한 것은 요네다신지米田伸次가 소속된 테즈카야마학원대학帝塚山
学院大学 국제이해연구소(1993년까지 국제이해교육연구소)의 ‘국제 이해 교육 장려상 논문’이다. 이것은
‘74년 권고’를 근거로 학교 교육에 그치지 않고 성인 교육까지 넓은 범위의 국제 이해 교육의 이론적이
고 실천적인 시도로부터 실천 연구 논문을 모아 매년 우수한 것을 표창하였다. 제1회(기관지 ‘국제이해’ 제
8호, 1996년)에서 제30회(기관지 ‘국제이해’ 제30호, 2005 년)까지 약 30년간 계속되었다.

응모 논문은 단순히 관념적, 학술적인 것보다 이론적 뒷받침을 가진 실천적 시도가 필요했다. 심사
위원은 나가이지로永井滋郎, 요네다신지米田伸次, 가와바타마츤도川端末人, 고바야시테츠야小林哲也
등 1970년대와 80년대의 국제 이해 교육의 선도자였다.
기관지 ‘국제이해’(8-30호)에 게재된 입상 논문의 저자는 유아 교육에서 초등, 중등 교육의 실천자,
대학 연구자와 NGO 등의 자원 봉사, 자치 단체의 국제 교류 담당자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었다. 응모
범위도 일본 전국으로 넓혀졌고, 해외 대학으로부터도 있었다. 응모 건수는 1979년부터 1987년의 10여
년은 평균 40~50편 정도이지만, 1988년이 되면 급증해서 1998년의 10년간은 80~90편이 되었다. 또한
1999년부터 2001년의 3년간은 100편을 넘어, 최대 122편의 응모가 있었다(2000년). 이러한 현상은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1998년 고시)에 따른 ‘종합적 학습 시간’의 도입이 요인이었다.
테마(항목)은 당시 타국 이해와 타문화 이해가 중심이었지만, 1980년대에는 국제 이해 교육 주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다문화, 개발, 인권, 외국인, 국제 협력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사회과와 영어과, 국어
과 등의 교과에서의 실천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클럽 등의 과외 활동, 연수 여행 및 국제 교류 행사 등의
학교 특별 활동, 그리고 ‘종합적인 학습 시간’ 등의 사례도 많았다.
‘장려상’ 논문의 의의는 당시 문부성의 유네스코 무관심, 국제 이해 교육 무관심 시대에, 국제 이해
교육의 실천이 학교와 사회에서, 교과나 영역에서, 학교의 특별 활동 등 다양한 장소와 내용에서 가능하
다는 것을 민간 연구소가 실천 사실로써 증명한 것이다. 또한 실천자에게도 자신의 수업 실천과 사회 활
동이 ‘입상’이라는 외부 평가를 받음으로, 교육 실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신감과 용기와 주변의 이해
를 얻게 되었다.
유네스코 협동 학교와 같은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시도가 아니더라도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교
육과 NGO 활동의 현장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장기간 다수의 실천 사례를 매년 수집 것
은 국제 이해 교육 연구 및 실천 역사상 특필할 만한 것이다.

4. 국제화 시대와 다문화 공생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버블 경제가 도래했다. ODA(정부 개발 원조)는
달러 기반으로 세계 최대이며, 일본은 ‘세계 최대의 원조국’이라고 불렸다. 이러한 내외의 사회 정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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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교육 과제는 ‘세계 속의 일본인’으로서의 경쟁력 유지와 문화적·민족적 자각, 그리고 국제 공
헌·국제 협력 의식의 함양이었다.
1987년 임시 교육 심의회 최종 답신은 국제화, 정보화 등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였고, 그것
에 따라 1989년 개정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가 강조되어 국제과 과정와 영어과
과정 등의 전문학과 과정이 설치되었다. 또한 어학 연수와 홈스테이를 활용한 해외 연수도 늘어났다.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는 이 시기 1991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회장인 아마기이사오天城勲(1993)는 초
등, 중등 교육에서 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도, 프로그램으로 7가지를 들고 있다.
‘(가) 귀국자녀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 연구 협력 학교, 담당 교원 연수, 지침서 작성, 고등학교에 편
입학 기회 확대 등, (나) 국제화에 대응한 특색 있는 고등학교, 학과, 과정 설치, (다) 장, 단기 교원의 해
외 파견 연수, (라)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 충실과 교육 과정의 기준 개선, 원어민 초청,
영어 교사 해외 연수, 외국어 과목의 다양화 등, (마) 고등학교에서의 유학 제도나 해외 수학여행, (바) 외
국 학교와의 자매결연, (사) 급증하는 재일외국인 자녀의 수용’이다. 또한, 교육 진행 방법으로서 ‘국제화
교육과 관계가 깊은 사회, 지리, 역사, 외국어 등의 과목’뿐만 아니라, 교육 전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능), 가치, 의식, 태도에 관한 체험적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마기가 ‘급증하는 재일외국인 자녀의 수용’을 과제로 들고 있었던 것처럼 1980년대 후반 무렵부터
1990년대에 엔고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했다. 뉴커머라고 불리는 중국으로
부터의 귀국자와 브라질계 일본인의 증가는 ‘외부로의 지향’뿐만 아니라 ‘내부로의 지향’, 즉 ‘내면의 국
제화’도 국제 이해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려줬다.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뉴커머 자녀들의 일본
어 학습, 학력, 진로 보장, 정체성 유지, 차별·편견의 극복 등 다양한 과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1995년의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내면의 국제화’는 재일외국인과의 공생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일본의 국제 이해
교육에서 ‘다문화 공생’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5. ‘종합적 학습 시간’의 국제 이해 교육 실천과 영미 글로벌 교육에 대한
관심
1998년 개정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 ‘종합적 학습 시간’이 신설, 필수가 되었고, 예시 내용으로 국제
이해 교육이 들어갔다. 국제 이해 교육 실천의 장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커리큘럼 개발과 실
천이 진행되었다.
미국이나 영국의 글로벌 교육이 소개되어 참여형 학습과 세계 시민성 육성 과제가 공유되었다. 아울
러, 영국에서 2002년부터 새로운 교과 ‘시민 의식’이 국가 교육과정에 도입되면서 봉사 활동, 사회 참여
등을 통한 아동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중시하는 학습에 관심이 높아졌다.
글로벌 교육은 1970년대 미국에서 베커(Becker, J)와 앤더슨(Anderson, L)들이 기존의 서양 중심 문
화와 세계의 시각 전환을 요구하면서, 1) 견해, 2) 지구 현상, 3) 다문화, 4) 글로벌한 변화, 5) 인류의 선
택 등 전체적으로 글로벌한 시각과 관심,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제창하였고, 시범적으로 교과서 ‘우리들의
세계를 향한 창’(1976)을 간행하였다. 1980년대에는 그것을 계승하여 크니프(Kniep, W)가 종합사회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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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교육(지구적 과제와 글로벌 역사 학습)을 주장한 저작물(1987)을 발표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것들은 일본에서 출판물로 번역되지 않고 일부 연구자의 논의에서 그쳤지만(나가이
永井1985, 우오즈미魚住1987, 안도安藤1993, 카네코金子1995), 미국의 글로벌 교육 사상은 영국의 세계 교육
(World studies)에 반영되었다.

일본의 국제 이해 교육에서 글로벌 교육 개념을 넓힌 것은 영국의 세계 교육(글로벌 교육)에 관한 출
판물 번역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이먼 피셔(Fisher, S), 데이빗 힉스 (Hicks, D. 1991)와 그레이엄 파
이크(Pike, G), 데이빗 셀비 (Selby, D. 1993)이다.
세계 교육은 ‘다문화와 상호의존하는 세계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상호 관련된 지식·태
도·기능을 습득하는 학습’이다. 풍부한 참여형 학습 수업 사례나 이해하기 쉬운 워크숍과 함께, 지구 문
제와 자신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글로벌한 세계관과 관심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일본에서 확
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독창적인 교재 개발서나 실천서, 이론서가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오
츠 카즈코大津和子(1992)、후지와라 타카아키藤原孝章(1994), 개발교육추진 세미나 편(1995), 요네다 신
지米田伸次(1997) 등이 있다. 이들은 국제 이해 및 개발 교육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목표 개념에 지
구 시민 육성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글로벌 시민 의식 교육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합적 학습
시간’의 도입 시기에 교사들의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의문이나 불안에 대한 대답과 그 실천 지침이 되었
다.

6.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
‘종합적 학습 시간’은 도입 후보다 도입 전인 2000년 전후에 논의가 활발했다. 왜냐하면 실시되고 보
니 학교5일제에 의한 시간의 감축으로 이른바 ‘유토리교육’에 의한 학력 저하가 더 주목 받게 되었기 때
문이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2005년부터 시작되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 10년을 향해 학습지도 요령을 개정하고(2008년 고시) 사회과, 이과에 ‘지속 가

능한 사회’의 문구를 삽입하고 학교 교육에 보급시켰다. 또한 유네스코 일본위원회와 일본유네스코협회
가 연계하여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등을 포함한 ‘유네스코 학교’(ASP net)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2014년 현재 700개교를 넘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학교는 초·중·고등학교가 연계하는 ‘오사카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지역과 결합
된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초등학교, 학교 주변의 문화와 환경에서 출발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지역의
초등학교, 또한 세계 문화 유산 등을 배우는 나라 시내 초·중학교 네트워크 등 문화, 방재, 연계, 환경,
인권, 평화, 국제 이해 등을 ESD에 연결한 지역에서의 ‘상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네스코학교는
세계적으로 ‘평화의 문화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습 영역은 ①
ASPnet과 유엔의 우선 과제(평화, 빈곤, 기아, HIV / AIDS, 환경오염, 기후 변화, 문맹, 스스로의 문화, 성의 평
등, 아동 노동 등), ②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 ③ 평화와 인권, ④ 타문화간 학습의 4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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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아야 할 것을 배우고, 해야 할 것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운다’라는 유네스코의
‘네 가지 학습 항목’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진다(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 편 2012 : 165).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에서도 광영역·다교과형 ESD에 대한 특정 과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나가타
요시유키永田佳之(2012 : 43-89)는 ① 가치 변화·창조형, ② 침투형, ③ 홀스쿨(Hall School)형, ④ 지역
과제·탐구형(지역 과제 해결)이라는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기저로 한 네 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나 일본유네스코협회도 세계 유산 학습을 추진하여 2011년에는 교재집도 출판하였다.
그것은 2006년 교육 기본법 개정에 따른 학습지도 요령(2008년 고시)에 일본의 ‘전통과 문화의 존중’과
애국심, 향토애를 강조하고, 더욱 확대 발전하는 세계화에 살아남기 위한 국가정체성 육성, 도덕성 육성
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7. 민간 국제 이해 교육의 도달점
‘종합적 학습 시간’과 ESD 10년 속에서 실천되어 온 국제 이해 관련 교육의 축적은 일부 민간 활동
의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추종이 아닌 독자적 관점과 커리큘럼, 실천 모델을 만들어 냈다.
그것이 NPO의 개발교육협회(DEAR)이며,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이다.
개발교육협회는 개발 교육 측면에서 NGO로서 문부과학성이나 유네스코 일본위원회의 움직임과
대치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세대 간 및 세대 안의 공평과 지역 사회에 착안하여 지역과 세계를 연결
한 ESD 커리큘럼의 사고와 실천을 제안하였다(타나카 하루히코田中治彦 편2008, 개발교육협회 편2010).
1990년대에 ‘새로운 개발 교육 진행 방법’이라는 스테디셀러의 출판을 다룬 간사이 교원들에 의한 개
발 교육 연구 그룹은 장기간 연구회를 거듭하여 ESD의 관점에서도 우수한 실천집을 간행하고 있다(개발
교육연구회 편2009, 2012).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는 과학 연구비 보조금 성과 보고서 ‘글로벌 시대에 대

응하는 국제 이해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기초 연구 B, 연구 대표 : 타다 다카시多
田孝志·메지로대학, 2003-2005년)를 토대로 결과물을 출판했다. 그것이 ‘글로벌 시대의 국제 이해 교육’
(2010년)이다.

8. 일본판 글로벌 교육으로서의 ‘글로벌 시대의 국제 이해 교육’
‘글로벌 시대의 국제 이해 교육’은 현재 일본의 국제 이해 교육 연구의 도달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내용으로 보아 구미 글로벌 교육과도 근접한 ‘일본판 글로벌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은 만남의 체험, 경험, 참여를 통해 깨달음, 발견, 납득, 실감, 공감 등의 과정을 거쳐
지식, 기술, 태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의 구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것은 1) 문화적 다양성, 2) 상호
의존, 3) 안전·평화·공생, 4) 미래의 선택이라는 네 개의 지식·이해 목표, 1) 커뮤니케이션 능력, 2) 미
디어 전략, 3)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세 가지 기능(사고·판단·표현) 목표, 1) 인간의 존엄성, 2) 관용·공

74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감, 3) 참여·협력의 세 가지 태도(관심·의욕) 목표이다. 또한 학습해야 할 내용 영역으로 A. 다문화 사
회(문화 이해, 문화 교류, 다문화 공생), B. 글로벌 사회(상호 의존, 정보화), C. 지구적 과제(인권, 환경, 평화,
개발 ), D. 미래에 대한 선택(역사 인식, 시민 의식, 참여·협력) 등 네 영역을 들고 있다(괄호 안은 각각의 하
위 내용).

그리고 국제 이해 교육이 육성해야 할 인간상(목표)로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현대 세계의 기본적 특
성인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와, 지역·국가·지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사
회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며, 동시에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확한 판단
을 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사람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들고 있다.
또한 <교육 과정 개발의 관점, 교과 영역과의 관련성, 실시 시기, 총 시수, 단원 목표, 단원 내용을 나
타내는 키워드, 교재관·단원 설정 이유, 국제 이해 교육 관점, 주요 학습 활동과 학습자 의식, 배움의 궤
적, 개선점, 학습자에 의한 자유 기술> 등 실천을 기록하기 위한 틀(실천 포맷)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국제 이해 교육’은 글로벌 교육과 세계 교육 등 미국과 영국에서 자라 온 세계와 사
회, 문화에 관한 이해와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계승한 것이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후 세계의 국제 이해 교육에 지침을 준 유네스코의 1974년 ‘국제 교육’ 권고와 1974년 권고의 개정
판이라 할 1994년의 ‘평화·인권·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결의, 2005년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에 대한 동향도 토대로 하였다.
또한 여기에 나타난 인간상(목표)는 현대의 세계화가 초래한 로컬(지역), 내셔널(국가), 리저널(EU),
글로벌(영연방과 세계) 과제가 상호 작용하고 중첩되어, 자신과 세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층적
인 시민 적 자질을 나타내는 것이며, 초기 유네스코의 세계 시민성, 유네스코 ‘국제 교육’ 권고 (1974년)
이후의 글로벌 시민성 논의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다.
나가타 요시유키永田佳之의 제안에 따르면 유엔 ESD 10년 이후 포스트ESD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글로벌 시민 교육(GCE)이다. GCE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스스로가 전념하고 있는 유엔 사업인 ‘교육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우선 사업의 하나인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 상호 관계성을 더 평화롭게 해 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를 위해 GCE는 참여형 교수 및
학습,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고려한 교과서 개선, 교사의 역량 개발, 평화·인권·존중·문화적 다양
성·정의 가치의 내재화, 21세기형 기술 습득 등의 교육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국제 이
해 교육’은 이러한 국제 동향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이해 교육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상의
논술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현재 2015년 출간 예정인 ‘글로벌 시대의 국제 이해 교육’의 신정판 편집 작업
중이다).

9. 수업 실천 - 글로벌 시민 의식 육성을 목표로
필자는 1977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22년간 일본의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의 교사를 하였고 담
당 교과는 사회과였다. 교사 경력 10년 정도 되었을 때 사회과 교육·국제 이해 교육 수업 연구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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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대학 교원으로서의 수업을 포함하여 실천사에서 세 개의 획기가 될 수업을 해왔다. 그것들은 이미
언급한 국제 이해 교육·글로벌 교육의 이론적 동향과 연구를 근거로, 국제적 시야의 육성부터 시작해서,
지구 시민적 자질이 되고, 역동적인 글로벌 시민 의식 육성을 목표로 했다.
그 세 가지는 (1) 중학교 사회과 ‘세계 속의 일본 경제 - 아시아NIES와 일본의 경제- ‘ 단원(이하, ‘아
시아NIES’ 단원으로 약칭), (2) 고등학교, 학교 설정 과목 ‘국제 이해’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단원(이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단원으로 약칭), (3) 대학 수업 과목 ‘해외 어린이 사정 A’: 태국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
(이하 ‘태국 스터디 투어’ 단원으로 약칭)이다.

9.1 ‘아시아NIES’ 단원 - 사회과 실천

1) 실시 시기·대상·실천 기록
‘아시아NIES’ 단원은 1989년 2월에 사립 H중학교 3학년 3반을 대상으로 4시간의 사회과 개발 단원
으로 실시했다. 실천 기록은 후지와라藤原(1990 : 57-84)가 정리하였다.

2) 수업 실천의 교육관
당시 필자는 현직 교원이었으므로 인근 국립대학 교육 학부 연구자(今谷 順重)의 지도 조언을 받아
본 단원의 교재 개발을 시작했다. 이때 참고한 것이 1970년대 베커와 앤더슨 등이 제창한 미국의 글로벌
교육이며, 뱅크스(Banks, JA) 등의 미국 다민족·다문화 교육이었다.
여기에서 얻은 교육관은 미국에서는 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지구 자체의 의식화라는 ‘외부를 향한 국
제화’(글로벌 교육)과 서양 중심 사관의 전환과 소수 민족의 권한을 역설하는 ‘내부를 향한 국제화’(다민
족·다문화 교육)이 동전의 양면처럼 일체화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사회과의 연구자였던 이마타니今谷는 기존의 경험주의에 기초한 문제 해결 학습
에 가치 구명과 합리적 의사 결정 장면을 도입한 ‘새로운 문제 중심 학습’을 제창하였고, 필자는 실천자
로서 그 이론에 따라 수업 구성을 조직했다. 또한, 본 단원의 수업 내용에 대해 당시 아시아 NIES라고 불
리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경제에 대해 출판물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교재 연구를 실시했다.
개인적으로는 1986년 첫 해외여행이었던 홍콩에서의 현장 조사가 인상적이었는데, 일본이 단독 경
제는 불가능하고 아시아와의 공존이 앞으로 점점 심화되어 아시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
했다. 또한 당시 필자가 일본어 자원 봉사자로서 일본어 학교의 유학생(한국, 싱가포르, 대만, 영국)과 교류
가 있었던 것도 이들을 수업에 초청 연사로 초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아시아NIES’ 단원의 교육관으로 다음과 같은 ‘국제 이해 교육’의 개념 변화 <표1>을 확
고히 한 뒤, ‘새로운 문제 중심 학습’에 근거 단원을 개발하였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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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제 이해 교육의 개념 변화(후지와라 1990 : 72)
·
·
·
·
·
·
·

전쟁, 민족, 국가의 19세기적인 세계상에서 비전쟁(상호 의존), 지구 사회의 21세기적인 세계상으로
인터내셔널에서 인터피플·인터퍼슨으로
타국 이해 교육에서 상호 의존과 지구 환경, 남북 문제 교육으로
국가 간 이해에서 타문화 간 이해로
지적 이해에서 공감적 이해, 그리고 문제 해결적 태도 형성으로
구미 중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해로
수신에서 발신의 정보·문화로

<표 2> 수업 ‘아시아NIES’ 단원 구조(후지와라 1990 : 74)
Ⅰ 소재·교재의 이론적 근거
· 글로벌화, 상호 의존, 세계 경제 시스템
· 민족 교류 확대, 다민족 상황
Ⅱ 체험·활동
· 여름 방학 과제 : 가전 제품 조사(전자 상가)
· 게스트 스피커 (일본어 유학생)의 연설 및 토론
Ⅲ 학습 내용·문제 주제
· 국제 경제(중학 사회·공민, 국제 단원)
· 아시아 요구의 성장과 일본
Ⅳ 접근 방법 이론
· 새로운 문제 해결 학습·수업 구성과 각 시간 목표
① 문제 장면의 발견
자료나 텔레비전 영상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 발견하기
② 원인의 탐구·감정 공감
한국을 예로 들어 아시아NIES의 성장 비밀을 찾고, NIES 사람들이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구명한다.
③ 가치 구명, 합리적 의사 결정(선택)
아시아NIES의 성장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의 명암을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상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이 때, 다국적화를 도모하는 기업의 예를 들며, 학생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들 자신의 가치와 선택을 생각하게 한다.
④ 사회적 참여 활동(체험적 교류와 새로운 문제 의식 획득)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의존 체제가 깊어지면서 경제 발전 일원관과 언론이 만든 스테레오타입(고정 관념)을 극복
하고, 민족과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원적이고 풍부한 아시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3) 글로벌 시민 의식의 육성에서 본 성찰

‘아시아NIES’ 단원의 수업은 사회과에서 보면 자동차나 전자 제품 시장의 국제 분업 체제 수업이지
만, 그것뿐이라면 단순히 일본의 국익에 따른 상호의존의 인식에 그친다. 그러나 국제 이해 수업으로 동
아시아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바람을 추측한 후 공감적 이해, 동아시아의 협력적인 관계에 시야가 미치
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단원 마지막에는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영국에서 온 유학생
을 초청하여 연설을 해달라고 했다. 즉, ‘얼굴이 보이는 관계’에서 동아시아의 국제 분업, 상호의존 관계
를 실감케 하고 싶었다.
본 단원의 수업은 대체로 성공했다. 그 이유는 첫째, 완제품인 공업 제품 밖에 모르던 중학생에게 자
동차나 전자 제품의 부품 생산에서 아시아 각국의 분업의 영상을 보여 주어 일본 기업의 해외 의존(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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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둘째, 물건뿐만 아니라 게스트 스피커로 사람도 국제화의 현실

임을 실감케 했다. 셋째, 그것들을 통해서 일본만이 발전하고 다른 나라는 정체하고 있다는 인근 아시아
에 대한 이미지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의 일부로 수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국익(세계 속의 일본)에서 본 국제 분업 (경쟁과 서열
화) 관점과 글로벌 시민 의식 육성의 관점에서 본 공감적인 상호 의존(‘메이드 인 아시아’에 의존하는 공생
의 가치) 관점과의 구별이 모호하여 국제 이해 교육의 심화가 과제로 남았다.

이 실천에서 25년 이상 지난 현재, 동아시아의 경제 시스템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서는 현대나 삼성 등 세계 기업이 성장하였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
계 제2위를 차지함으로서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
콩은 세계 금융 센터가 되었다. 동남아시아는 ASEAN 통합을 2015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일본은 오랜 불
황 속에 간사이(1995년)와 동북(2011년)에서 두 차례 거대 지진을 경험하면서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활이 상호의존의 네트워크가 현격하게 진행되어 경쟁에 의한 마찰이나
대립이 아니라 상호의존에 의한 공생, 협력의 가치관을 키울 때가 도래함에 따라 당시 수업 목적은 현재
도 유효하다 하겠다.

9.2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단원 - 특별 과목 ‘국제 이해’의 실천

1) 실시시기·대상·실천 기록
‘외국인 노동자’ 단원은 1990년 4-7월에 사립 H고등학교 국제 과정 2학년 1반을 대상으로 총 20시
간의 특별 과목 ‘국제 이해’의 개발 단원으로 실시했다. 실천의 기록은 후지와라가(1994)가 정리했다.

2) 수업 실천 교육관
‘아시아NIES’ 단원의 수업 개발과 병행하여 1989년 4월부터의 H고등학교 국제 과정의 특별 과목
‘국제 이해’(Global Studies)의 구상과 단원 개발, 수업 실천이 과제가 되었다. 이에 미국의 글로벌 교육과
그것을 소개 한 나가이永井(1989)와 우오즈미魚住(1987)에게 도움을 받아 새로운 과목의 2학년 분(주 2회
수업) 교육 과정 개발을 수행하였다<표3>.

과목 목표를 ‘글로벌 사회의 형성과 21세기를 사는 인간으로서의 주의와 자각’으로 하고, 우오즈미가
소개한 크니프(1987)의 ‘종합 사회과로서의 글로벌 교육’을 참고로, 학습 영역으로 지구적 과제, 문화, 글
로벌 시스템을 채택했다. 또한 영국의 세계 교육(글로벌 교육으로 개발 교육)을 참고하여 지구적 과제의 학
습 테마로 개발과 환경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 (풍요로움·빈곤)을 채택했다.
당시 필자는 사회과 = 개발 교육의 실천을 하고 있던 오츠 카즈코(1987) 등과 함께 간사이의 교원을
중심 멤버로 하는 개발 교육 연구회의 모임으로 1년 여섯 번 정도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개발 교육 교
수법·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추진시키고자 했다(개발교육추진세미나 편 1995). 대학 연구자와의 협동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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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러한 현직 교원의 자발적인 연수 모임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은 필자의 교수로서
의 역량 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단원 개발과 참여형 학습을 의도한 역할극 교재
의 작성을 가능하게 했다<표4>.
‘아시아NIES’ 단원은 ‘외부를 향한 국제화’를 수업 단원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글로벌화 및 다
민족화·다문화화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내면의 국제화’(지역의 다문화화)를 수업
단원으로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었다. 일본의 ‘내면의 국제화’는 1980년대까지 약 80%를 차지하던 재일
한국인·조선인뿐만 아니라, 1990년대 뉴커머로 불리는 일본계 브라질인과 아시아 노동자가 급증함으로
서 다민족화·다문화화의 과제가 되었다.
필자는 이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글로벌 교육으로의 개발과 인권의 관점(그림1)에서 수업을 개
발했다. 또한 체험적·공감적인 이해와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적인 학습 도구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롤플레이’를 도입하였다<표4>. 이념으로서의 다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문화화 함으로써 생기는 마찰(아파트 쓰레기 배출과 소음 문제 등)과 그것에 지역 주민으로서 어떻게 대
응해 나갈 것인가와 같은 태도가 강요당하게 되는 상황을 모의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글로벌 교육으로의 개발과 인권의 관점<그림1> 획득은 1989년 3월에 참여한 고베
YMCA가 주최한 태국 워크 캠프가 큰 역할을 했다. 태국 북부의 농촌에서의 워크 캠프는 개발(빈곤)과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을 실감케 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데 충분한 경험이었다.

<표 3> ‘국제 이해’(GLOBAL STUDIES)의 내용 구성 (후지와라 1994 : 26)
●는 실제로 수업을 실천한 단원

영역

중심 학습 주제(사례)

지식

가치·중심적 개념

선진국 생활과 발전도상국(풍요로움과

지
구
적
과
제

빈곤의 의미)
개발 ●외국인노동자 문제
남북 간의 경제 격차
과 ●원조와 협력-ODAとNGO
협력 발전도상국과 식품-바나나와 새우 발전도상국의 빈곤과 개발 문제

상호의존
공생

정부 개발 원조와 민간 협력 활동
지구 환경 문제- 열대림 파괴/ 산 제한된 자원·환경·인구（우주선 지구
호, 지구의 한계）
발전도상국의 개발과 환경
선진국의 소비 문명과 환경·자원 배분
식료·인구 문제

환경
성비/ 지구오염/ 지구온난화
·
·자원·에너지 문제
자원

타문화
이해

전통과 근대
관광 개발
소수민족의 생활과 문화
문화마찰(인식 격차)

상호의존
희소성
갈등
공평

문화 확대
문화의 교류와 마찰
다양성·독자성·보편
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성（종교·가치관、
성
생활양식
문화의 상호작용, 갈
전통 문화와 근대（구미）문화
등, 상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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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시
스
템

ＥＣ총합
아시아태평양시대와 상호의존-아
세계 시아NIES의 성장과 일본
경제 사회주의 변화와 전망
일미 마찰- 선진국 경제의 상호
의존

세계 경제（역사적 배경과 동향)
아시아ＮＩＥＳ（발전도상국의 공업 개 변화
갈등과 마찰
발 모델）
상호 협력
시장 경제（자본주의 경제)
상호 의존
경제 통합·경제 마찰
사회주의 경제（계획 경제）

걸프전쟁-포스트 냉전시대의 세계 세계 정치(역사적 배경과 동향)
민주주의·자유와 국가
신질서
세계
정치 통합과 국가
·핵과 국제 분쟁
정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인권 문제
유엔의 구조와 역할
민족 분쟁과 난민

변화
갈등과 마찰
상호 협력, 협조, 공평
법과 규칙

<표 4> 단원 ‘외국인 노동자 문제...물질에서 인간의 국제화’(전 20시간) 개요 (후지와라1994: 35)

도입(1시간)

주제의 목표 설명, 참고문헌, 사전 조사 등

문제의 발견
（6시간）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 문제 발생...신문 기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노동 조건은?
‘불법취업’이라고 불리는데 왜?
타문와 간의 마찰은 없는가?

원인 탐구
（3시간）

감정의 공감
（4시간）

외국인 노동자는 왜 오는가?...비디오에서
수용하는 쪽(일본)의 사정...인력 부족·엔고
방출하는 쪽(도상국)의 사정…빈곤·높은 실업률·경제 격차
일본 근·현대사에서 노동력 이동...신문, 비디오 등
일본계 이민: 제2차 세계 대전 중 강제 수용 등
‘카라유키상’
조선인 노동자(강제 연행)

가치 구명
（2시간）

구미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 사례에서 배움)...비디오
독일 사정
미국 사정

태도 육성
（2시간）

역할극을 통해 생각함.
·아파트 경영자 고바야시 씨와 주민 파키스탄인 싯킴 씨의 소송을 둘러싼 갈등 해결법과 외
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해 이야기 나눔

정리（2시간）
사회적 참여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생각
뉴질랜드에서의 외국인 체험（해외어학 연수、１개월）

<그림 1>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생각하는 관점(후지와라 1994 : 21)
［국제］
→
원조·협력
↓
｜
도상국의 빈곤·개발 ---- 외국인 노동 ---- 타문화 이해·다민족 공생
｜
↑
인권 이해·소수 민족(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 ← ［국내］

3) 글로벌 시민 의식의 육성에서 본 성찰

일본의 학교 교사는 학습지도 요령(국가 교육과정)이 있고, 그에 따른 검정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교
과서대로 가르치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 설정 과목은 단독 과목으로 커리큘럼
개발부터 시작해서, 교재 및 자료, 학습용 문제지 등 독자적인 텍스트 만들기를 거쳐 학습 단원으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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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재량을 인정해서 고생은 많지만 창조적인 작업으로 교사로서의 전문 역량을
높인다. 그것은 필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단원은 국제 과정에서 배우는 고등학생에게는 시사적이고 현대적인 주제의 학
습이며, 과정 자체가 학습 체험이었다. 내용적으로도 영상이나 자료 등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고, 롤 플레
이 등 활동적인 학습 방법을 도입한 점에서 독창적인 수업이 되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태도화를 수업 장면마다 수량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노력은 외부에서도 평가받았다(제16회 국제
이해 교육 장려상 최우수상 논문, 帝塚山学院大学 국제이해연구소 ‘국제이해’23 호, 1991 년).

국제 이해 교육 관점에서 본 단원 마지막에는 <그림1>에서 보여 준 외부로 향하는 관점과 국내로 향
하는 관점의 통합을 도모했다. ‘외부로의 관점과 내부로의 관점’의 통합은 영국의 글로벌 교육에서도 강
조되는 것으로, 글로벌과 로컬이 교차하는 지구 시민(글로벌 시민 의식) 육성의 관점이기도하다.
이 단원의 실천 후에도 외국인 노동자는 점점 증가하여, 고용, 국제결혼(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생
활 등 사회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법·언어·마음’의 벽과 극복, 즉 일본의 다문화 공생의 과제가 커져
왔다. 또한 글로벌 교육에 있어서 참여형 학습이 확산되는 가운데, 필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단원에
서 실천가로서의 직무 능력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경험을 살려, 다문화 공생의 과제에 부응하
기 위해 새로운 교재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고(후지와라 2000,2008), 외부 교원 연수 등에서 지구 시민 교
육의 시도로서 발신하였다.
‘국제 이해’ 과목의 교원(실천가)로 직무 능력 개발 경험은 필자가 대학 교수가 됐을 때에도 활용되
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단원은 ‘다문화 공생과 어린이’ ‘원조와 협력’ 단원은 ‘세계의 빈곤 문제와 어린
이’라는 수업 과목의 기반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변화와 전망’ 단원과 ‘걸프전쟁’ 단원의 실
천은 시사 문제 학습에 대한 접근법이 되었다(후지와라 편 2009).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단원의 경험은 필자와 외부의 교원으로서의 직무 능력 개발에 기여했지만, 내
부적으로 근무 학교의 교원으로서는 어떠했을까? 불행히도, 새로운 과목의 구상과 개발, 단원 개발과 실
천은 필자 개인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협력의 시도는 없었다. 국제 과정 담당 동료 교원은 많이 있었지만,
영어과와 사회과였기 때문에 필자가 개발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같은 내용의 수업을 시도한 것은 사회과
동료 교원 1명이었지만 일본사 담당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국제 이해’ 단원을 스스로 창조해서 실천할 수
없었다. 국제 이해 교육의 실천 담당자를 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9.3 ‘태국 스터디 투어’ 단원 - 교과를 넘어선 활동적인 학습

1) 실시 시기·대상·실천 기록
‘스터디 투어’ 단원은 현재 근무처인 대학의 수업 과목 ‘해외 어린이 사정’에서 대학생 2, 3, 4학년을
대상으로 2005년 8월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천 기록은 후지와라(2013 : 58-74)가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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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실천의 교육관
영국 중등 교육에서 새로운 교과 ‘시민 의식’이 2002년부터 실시되었고, 초등 교육에서 필수는 아니
지만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새로운 교과의 구상 의의는 1988년에 발표되었다(‘클릭 (Bernard, C.) 보고
서’). 필자는 1988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거의 매년 시민 의식 교육과 글로벌 교육, 개발 교육 조사 등
을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해서, 정부 관계 기관과 실천 학교, 교육 양성 대학원, NGO의 조사, 교재 등의
자료 수집, 세미나 및 학회 참여 등을 해왔다.
영국 시민 의식은 현재 ‘사회적·도덕적 책임’(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커뮤니티 참가’
(community involvement), ‘정치적 능력’(political literacy), ‘정체성과 다양성’ (Identity and Diversity)이

라는 4개의 항목을 필수 요소로 하고 있다. 그것은 로컬(지역), 내셔널(국가), 리저널(EU), 글로벌(영연방
과 세계) 등 중층적인 공동체가 존립하는 사회, 다양성을 기조로 하는 사회에서 정치적 판단이나 비판적

인 능력을 가진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기초한 참여민주주의 (active citizenship)를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유네스코의 GCE 제창 전부터 시민 의식 교육과 관련해서 글로벌 시민 의식이 논의되었
고, 학교 교육에 도입이 시도되었다. 특히, 영국의 글로벌 교육의 계보를 따르는 NGO에서는 지구 시민
(the Global Citizen)을 시민성, 다양성 존중, 세계 이해, 정의, 공정, 참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행동

등의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학교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Oxfam1997).
필자는 이러한 영국의 글로벌 시민 의식 교육에서 많은 것을 배워 교재와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올터너티브(alternative)한 투어로서 스터디 투어이며, ‘질문을 가진 여행, 배움을 만드
는 여행’으로 해외 체험 학습이다. 스스로 물음을 만들고, 행동을 계획하고, 탐구와 참여, 회고 기술을 높
여,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는 액션 리서치 방법을 글로벌 시민 의
식 교육에서 배우는 것이다(Get Global 2003년).
이러한 교육관 외에 ‘태국 스터디투어’ 단원 개발에는 일본의 NGO(고베 YMCA)의 ‘와이 워크 캠프’
(1989년)에 참여한 경험과 인적 교류를 계기로 한 투어의 실시라는 면에서 필수적으로 현지 파트너(태국
: 치앙마이 YMVA)가 형성되게 된 것이 크다.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관광 (보고, 노는 여행)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NGO 직원, 청소년, 어린이)과 교류하고 서로 배우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방문지는 2005년의 수도 방콕을 제외하고 모두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이다. 시기는 여름 방학인 8월
중 10일간, 매회 약 20명이다. <표5>의 주요 방문지와 활동 내용을 보면 태국 북부의 개발과 빈곤, 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 관광과 성매매, 아동 노동, HIV / AIDS, 국경, 인신 매매, 산악 민족 문제 등이 학생들
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이어 세계와도
이어지는 지구적인 과제이다. 한편,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빈민 아이들과의 놀이와 그림책 증
정, 인형극을 통한 교류도 있었다. 또한 ‘배움의 여행’으로 중요한 것은 글로벌한 문제를 생각하고, 배운
것을 되돌아보며, 참가자와 현지 파트너 앞에서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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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주요 방문지 및 활동 내용 (필자 작성)

방문지·활동

과제·주제

배움의 관점

코끼리캠프, 산악민족자료센터, 스트리 관광 문화, 관광 개발, 산악민족, 거리 관광: 보는 쪽과 보여지는 쪽의 관점·
트 마켓, 도이스테사원 등 명소 관광
아동, 경제의 글로벌화
국경 없는 물건, 사람의 이동
매춘 당사자들의 의식 향상과 생활 지 산악민족, 성매매, HIV/AIDS, 성의 권 성매매:파는 쪽과 사는 쪽의 관점. 국
원 관련 권한 부여 재단
한
경 없는 사람의 이동
사오힌YMCA、ISAC (지속 가능한농업 환경 교육, 지속 가능한 개발, 여성을 사회 교육에서 환경 교육과 직업 훈련
지역연구소)의 사회 교육 활동
위한 직업 훈련(공예품 제작)
의 의의
치앙마이 교외, W초등학교, 그림책 증 태국 북부의 일반적인 공립 초등학교 태국 학교교육 사정
정, 인형극 실연
에서 교류
치앙마이 교외, M초등학교, 그림책 증 빈곤, HIV/AIDS와 어린이 지원, 참여 원조하는 쪽과 받는 쪽의 관점. 지원
정, 인형극 실연
형 지역 개발
방법, 지역에서 학교·교사의 역할
치앙라이YMCA（어린이 돌봄 기획）、 보건의료 활동을 통한 지역 개발, 북태 북태국 및 주변 국가에 있어서 YMCA
Wakatake홈
국 지역 개발, 태국 산악민족의 젊은이 의 활동 의의
기숙사 생활
태국·미얀마 국경, 국경 경찰서

국경 지대의 사람 이동, 아동 노동, 이 경제의 글로벌화와 국경 없는 사람, 물
민노동자, 마약 문제
건의 이동

반론사이（日本NGO）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 지원

빈민 지역에 대한 챈마이YMCA의 어 거리 아동과 아동 노동, 어린이 지원
린이 지원

시설 수용형 지원 방법
국경 없는 사람이 가져오는 격차, 빈
곤, 어린이에 대한 영향

치앙마이 시내의 공정 무역 시장(아침 빈곤 문제 해결 시도와 국내 공정 무 태국 농촌이 직면한 빈곤과 산악민족
시장), 커피 재배 농가 방문
역, 산악민족 지원을 위한 커피 재배
생활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
C고등학생 대상의 워크숍, 교류

문화 교류, 피어서포트

배움의 공유

매일을 되돌아보며 영어로 발표

스터디투어에서의 배움

배움의 공유, 프레젠테이션

3) 글로벌 시민 의식의 육성에서 본 성찰
학생들의 사후 보고서를 보면 ‘인생 중에서 가장 농밀한 시간을 보냈다’, ‘인생관이 바뀔 정도의 체험
이었다’, ‘2단위의 수업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배움이었다’,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등 참가
학생의 평가가 높았다.
그 이유는 방문과 교류를 통해 어린이, 빈곤 지역, 관광, 국경, 농촌, 여성 등의 상황을 알고, 개발, 격
차, 빈곤, 소수자, 성매매, 공정 무역 등의 과제에 대해 생각하고 되돌아봄으로서 체험을 통한 배움의 흐
름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운 것을 발표하면서 배움의 획득과 변화를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가는
길에 질문을 던지면서 글로벌한 시민성 획득에 이르는 ‘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태국 스터디 투어’ 단
원은 학교와 대학의 정식 수업과 강의, 연습이 아니라 체험 활동 교육이며, 18세 이상 성인 교육에 있어
글로벌 시민 의식의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아시아NIES’, ‘외국인 노동자 문제’, ‘태국 스터디 투어’의 세 단원은 사회과에 있어 국제적 시
각, 새로운 과목 가운데 지구 시민적 자질, 그리고 교과를 벗어나 체험 학습 중에서 역동적인 글로벌 시
민 의식의 육성과 교사의 실천적인 전문성 향상과 함께, 수업 실천의 깊이, 목적의 명확성도 보장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기획 심포지엄│일본 국제이해교육의 계보와 글로벌시민의식 육성

83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나오며
지식 정보화 사회의 세계화 속에서 일본에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로벌한 규모의 기업 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한 문제 해결 능력, 협상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민 의식 교육은 이러한 경쟁 인재가 아닌 글로벌에서 내셔
널, 로컬까지 서로 연결되는 공공권의 다차원적인 시민성과 문제 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야한다. ‘경쟁에서 공생으로’가 글로벌 시민 의식 교육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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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포지엄

日本における国際理解教育の系譜と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の育成
藤原孝章
（同志社女子大学／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会長）

はじめに
以下の論考は、日本の国際理解教育の現在を形成した，国連ユネスコ，米英のグローバル教育，日本
政府の文教政策、民間の教育運動などの系譜を跡づけつつ，
グローバル市民性をどうとらえてられてい
るかを論じ、かつ、筆者の授業実践を、そのような系譜にそって跡づけることで、実践的な検証もあわせて
行うものである。
国際理解教育は、理念や政策提言のみではない。学習内容、教え方・学び方といったカリキュラムが
不可欠である。
しかし、それも実践と結びついてこそ意味がある。実践に携わる教師は、研修を重ね、授業
を実践し、省察をくりかえすことで，職能を開発し、実践の専門家として成長していく。本稿はそのような、
理論の動向と系譜、授業実践、専門家としての教師について論じるものである。

初期ユネスコと協同学校
第二次世界大戦後の国際理解教育は、国際連合およびその専門機関の一つであるユネスコによっ
て担われてきた。大戦における多数の兵士や民間人の戦場内外での死亡、原爆やホロコーストなど大量
殺戮への深い反省を踏まえ反省をふまえて、
「戦争は人の心の中に生まれるものであるから、人の心の中
に平和のとりでをきづ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う有名な「ユネスコ憲章」
（1945年）における
「平和への
希求」
と、1948年に採択された「世界人権宣言」における人権尊重の願いは当時の世界に共通したもの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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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った。
戦後初期のユネスコの教育には固定した名称はなく、
「世界市民性教育」
（Education in World
Citizenship）や「世界共同社会に生活するための教育」Education for Living in a World Community）な
どの名称を使用しながら、1955年以降長く使われた「国際理解と国際協力のための教育」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 -operation）が「国際教育」
と略称され、日本では「国際理解教育」
という用語として定着していった
（永井1985：43-45）。
ユネスコは「国際教育」を推進するため「ユネスコ協同学校」を加盟国と協力して設けた。
日本の国際
理解教育も戦後当初は、ユネスコ協同学校（実験校）を中心に行なわれた。当時の国際理解教育の主題
は、①人権研究、②他国・他民族の理解、③国連研究が中心であった。人権研究には、人権尊重や人権意
識の向上、女性の権利や地域、在日朝鮮人への偏見除去など、他国理解では、東南アジア諸国の理解、イ
ンド研究などがみられ、授業としては社会科などの関連教科で行なわれた
（永井1985：67-80）

2.ユネスコ1974年
「国際教育」
勧告と日本政府の対応
1974 年にユネスコ総会で採択された「国際教育」勧告、正式名称、
「国際理解、国際協力及び国際
平和のための教育並びに人権及び基本的自由についての教育」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 -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に関する勧告は、初期ユネスコの三つの研究主題に加え、人類の主要問題の研究や文化的な
多様性への理解を提示し、世界市民性やグローバルな視野、世界連帯意識の育成を掲げ、公民的（倫理
的）側面を強調したところに特色がある。
「74年勧告」は、世界的な相互依存性の高まりと地球規模の課題
を認識しているという点で、アメリカ合衆国やイギリスなどで提唱されつつあったグローバル教育、開発
教育などの新しい教育思想を反映している。
日本政府の対応は、ユネスコの国際的な動向に及び腰であった。勧告後8 年を経て、
『国際理解教育
の手引き』
（1982）が示されたからである。そこでは、(A)｢国際理解教育の新しい見解と重点｣として、文化
相互理解(諸文化間の相互理解)の重視、国際的相互依存関係と世界の共通重要課題の認識を通しての世
界連帯意識と世界的視野の育成をあげる一方で、(B)｢日本の国際理解教育の力点｣として、世界の中の日
本(貿易依存度の高さ)、日本人の自己発見、国際社会での日本の役割の自覚(国際性豊かな日本人)をあげ
ている。相対立し、矛盾し、相克する(A)(B)の強調点、すなわち、目標理念としての世界市民性と日本人性
が並記されているのみであった。
1970年代後半以降、日本政府（文部省）の関心は、ユネスコの国際的な動向から離れ、日本独自の国
益への関心、すなわち、高度経済成長に伴って海外に進出する日本企業の駐在員とその子どもの帰国後
の学校適応を課題とする帰国子女教育に移っていった。そして、1980年を前後に政策的に帰国子女受け
入れ専門校ができていき、研究団体として異文化間教育学会（1981年）が設立された。帰国子女教育は、
従来の国際理解教育に、日本独自の｢内なる国際化｣の課題があることを教えたが、同時に｢74年勧告｣に
おける世界市民性に応える課題を拡散させ、異文化理解的視点に狭める結果と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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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国際理解教育
「空白の時代」
と民間の国際理解教育活動
日本の文部省がユネスコの国際的な動向から距離をおいた1970年代後半から1980年代は、日本の
国際理解教育の「空白の時代」
であった。
この時期に、国際理解教育を支えたにのは、米田伸次が所属する帝塚山学院大学国際理解研究所
（1993 年までは国際理解教育研究所）の「国際理解教育奨励賞論文」である。
これは、
「74 年勧告」を踏
まえ、学校教育にとどまらず成人教育までの広い範囲における国際理解教育の理論的かつ実践的な取
り組みから実践研究論文を募り、毎年優れたものを表彰する試みであった。第1回（機関誌『国際理解』第
8号、1996年）から第30回（機関誌『国際理解』第30号、2005年）
まで、約30年間続いた。
応募論文は、単に観念的、学術的であるよりも理論的な裏付けを持った実践的な取り組みであること
が必要とされた。審査員は、永井滋郎、米田伸次、川端末人、小林哲也など1970年代および80年代の国際
理解教育の先導者諸氏であった。
機関誌『国際理解』
（8−30 号）に掲載された入賞論文の執筆者は、幼児教育から初等、中等教育の
実践者、大学の研究者やNGOなどのボランティア、自治体の国際交流の担当者まで広い範囲にわたって
いた。応募の範囲も、日本全国に広がり、海外の大学等からもあった。応募件数は、1979年から1987年の
10年余りは、平均して40〜50本ほどであるが、1988年になると急増し1998年の10年間は、80〜90本にな
っている。
さらに、1999年から2001年の3年間は100本をこえ、最大で122本の応募があった（2000年）。
こ
れについては、学習指導要領の改訂（1998年告示）に伴う
「総合的な学習の時間」の導入が要因となって
いる。
テーマ（項目）は、当初、他国理解や異文化理解が中心であったが、1980 年代には、国際理解教育に
おける主題の多様化を反映し、多文化、開発、人権、外国人、国際協力などが取り上げられている。
また、
社会科や英語科、国語科などの教科における実践だけではなく、ユネスコクラブなどの課外活動、研修旅
行や国際交流行事などの学校特別活動、そして
「総合的な学習の時間」などでの事例も多くみられる。
「奨励賞」論文の意義は、当時の文部省のユネスコ離れ、国際理解教育離れの時代にあって、国際理
解教育の実践が、学校や社会で、教科や領域で、学校の特別活動など、多様な場所と内容において可能
であることを、民間の研究所が実践の事実をもって証明したことである。
また、実践者にとっても、自らの
授業実践や社会活動が「入賞」
という外部評価を付与されることで、その教育実践の専門性を認められ、
自信と勇気と周囲の理解を得ることにもなった。
ユネスコ協同学校のような組織的で実験的な取り組みではないけれども、学校現場だけではなく社
会教育やNGO活動の現場から多様な主題への関心が示され、長期間にわたって多数の実践事例を毎
年集めたのは、国際理解教育の研究及び実践史において、特筆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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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国際化の時代と多文化共生
1980年代、日本は世界第2位の経済大国となりバブル経済が到来した。ODA
（政府開発援助）はドル・
ベースで世界最大となり、日本は「世界最大の援助国」
と称された。
こうした内外の社会情勢を踏まえて、
教育の課題は、
「世界の中の日本人」
としての競争力の維持と文化的・民族的自覚、そして国際貢献・国際
協力意識の涵養に向かっていった。
1987年の臨時教育審議会最終答申は、国際化、情報化などの「変化への対応」を求め、それをうけた
1989 年改訂学習指導要領では、高等学校の教育の多様化がうたわれ、国際科・コースや英語科・コース
などの専門学科・コースが設置されていった、
また、語学研修やホームステイを活用した海外研修も増え
ていった。
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は、
この時期、1991年に設立された。当時の会長である天城勲（1993）は、初
等、中等教育において、教育の国際化を図るために必要な政策、制度、
プログラムとして7点をあげてい
る。
「（ア）帰国子女教育のための特別学級，研究協力校、担当教員の研修、手引書作成，高校への編入学
機会の拡大等、
（イ）国際化に対応した特色ある高等学校，学科、
コースの設置、
（ウ）長期，短期の教員の
海外派遣研修、
（エ）
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向上を図る外国語教育の充実、
このための教育課程の基準
の改善，ネイティブ・スピーカーの招致、英語教員の海外研修、外国語科目の多様化等、
（オ）高等学校に
おける留学制度や海外修学旅行、
（カ）外国の学校との姉妹校提携、
（キ）急増する在日外国人子弟の受
入」である。
さらには、教育のすすめ方として、
「国際化教育に深くかかわる社会，地理、歴史，外国語等の
教科」だけではなく、教育の全課程において行なわれるべきこと、そして
「特に知識のみならず技術（能）、
価値、意識、態度に関わる体験的学習」の重要性を説いている。
天城が「急増する在日外国人子弟の受け入れ」を課題にあげていたように、1980 年代後半頃から
1990 年代において、円高や入管法の改正により外国人労働者が急増した。ニューカマーとよばれる中
国からの帰国者やブラジルからの日系人の増加は、
「外への志向」だけではなく、
「内への志向」すなわち
「内なる国際化」
も国際理解教育の重要な課題となることを教えた。地域や学校では、ニューカマーの子
どもたちへの日本語学習、学力、進路保障、アイデンティティの保持、差別・偏見の克服などさまざまな課
題が持ち上がってきた。
さらに、1995年の阪神淡路大震災を機に「内なる国際化」は、在日外国人との共
生をめざすものともなっていった。
日本の国際理解教育において
「多文化共生」が重要なキーワードにな
っていった。

5.「総合的な学習の時間」における国際理解教育の実践と英米のグロー

バル教育への注目

1998 年改訂の学習指導要領によって「総合的な学習の時間」が新設、必修となり、例示内容として国
際理解の学習が担保された。国際理解教育の実践の場が公的に認められたことで、カリキュラム開発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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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践がすすんでいった。
アメリカやイギリスのグローバル教育が紹介され、参加型学習や地球市民性育成の課題が共有され
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
あわせて、イギリスで2002年から新教科「シティズンシップ」がナショナル・カリキュ
ラムに導入され、ボランティア活動、社会参加などを通した子どもの自発性や主体性を重視する学習への
関心も高まった。
グローバル教育は、1970 年代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ベッカー（ Becker , J）やアンダーソン
(Anderson,L)らが、従来の欧米中心の文化や世界の見方の転換をもとめ、1）
ものの見方、2）地球の現状、

3）多文化、4）
グローバルな変動、5）人類の選択といった、全体的でグローバルな視野や気づき、相互依存
の重要性を提唱し、試行的な教科書『私たちの世界への窓』
（1976）
を出版したことに始まった。1980年代
にはそれを継承し、
クニープ（Kniep,W）が総合社会科としてのグローバル教育（地球的な課題やグロー
バルの歴史の学習）
を説いた著作物（1987）
を公表した。
残念ながらそれらは、日本では出版物として翻訳されず、一部研究者の議論となるのみであったが
（永井1985、魚住1987、安藤1993、金子1995）、アメリカのグローバル教育の思想は、イギリスのワールド・
スタディーズの中に取り入れられていった。
日本の国際理解教育にグローバル教育の考え方を広めたのは、イギリスのワールド・スタディ
ーズ（グローバル教育）に関する出版物の翻訳である。その代表的なものは、サイモン・フィッシャー
(Fisher,S.)、デーヴィド・ヒックス(HicksD.)（1991））
とグラハム・パイク(Pike,G.)、ディヴィッド・セルビー

（Selby,D）
（1993）
である。
ワールド・スタディーズは、
「多文化と相互依存の世界の中で、責任ある生き方をするために、相互に
関連しあう知識・態度・技能を身につける学習」
である。豊富な参加型学習の授業事例やわかりやすいワ
ークショップとともに、地球の問題と自分の問題とが相互にかかわり合い、つながりあっているというグロ
−バルな世界観と気づきを重視する考え方が日本では広がっていった。
これらに影響されて、日本でもオリジナルな教材開発書や実践書，理論書が生まれてきた。その代表
的なものは、大津和子（1992）、藤原孝章（1994）、開発教育推進セミナー編（1995）、米田伸次他（1997）な
どである。
これらは、国際理解や開発教育などを標榜しているが、その目標概念に地球市民の育成を掲げ
ている点で、日本における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を示すものであり、
「総合的な学習の時間」
の導入に際して、教師たちのカリキュラム開発に対する疑問や不安にこたえ、その実践の指針になってい
ったのである。

6.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ESD）
「総合的な学習の時間」は、導入後よりも導入前の2000年前後の方が、議論が活発であった。なぜな
ら、実施されてみると、学校五日制による時間の縮減によるいわゆる
「ゆとり教育」による学力低下の方が
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たからである。
他方、文部科学省は、2005 年から始まる「国連・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
（Educ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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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以下、ESD）10年にむけて学習指導要領を改訂し
（2008年告示）、社会科、理
科において「持続可能な社会」の文言を挿入し、学校教育への普及をはかっていった。
また、日本ユネス
コ国内委員会や（社）
日本ユネスコ協会と連携し、小、中、高校、大学などを巻き込んだ「ユネスコスクール」
（ASP net）運動を全国的に展開した
（2014年現在700校を超えている）。
日本のユネスコスクールは、小･中･高校が連携する
「大阪ユネスコスクールネットワーク」、地域と結
びついた宮城県気仙沼市の小学校群、
また校区の文化や環境から出発する石川県金沢市地域の小学校
群、
さらに世界遺産などを学ぶ奈良市内小･中学校ネットワークなど、文化、防災、つながり、環境、人権、
平和、国際理解などをESDにつなげた地域での“学びあい”が行われている。ユネスコスクールは、世界的
には、
「平和の文化の構築」
という共通の目標をもって教育活動を展開している。学習領域は、①ASPnet
や国連の優先課題（平和、貧困、飢餓、HIV/AIDS、汚染、気候変動、非識字、自らの文化、性の平等、児童
労働など）、② 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ESD）、③ 平和と人権、④ 異文化間学習の4領域において、
「知ることを学ぶ、為すことを学ぶ、生きることを学ぶ、共に生きることを学ぶ」
というユネスコの「学習の
四つの柱」に即した学習がおこなわれる。
（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2012：165）
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でも、広領域・多教科型のESDについて特定課題研究を行ってきた。永田佳
之他（2012：43-89）は、①価値変容・創造型、②染み込ませ型（インフージョン）、③ホールスクール型、④地
域課題・探求型（地域課題解決）
という
「ホリスティックアプローチを基底とした四つのアプローチ」を提案
している。
文部科学省や日本ユネスコ協会も世界遺産学習を推進し、2011年には教材集も出版している。それ
は、2006年の教育基本法改正を受けた学習指導要領（2008年告示）に、日本の「伝統と文化の尊重」や愛
国心、郷土愛を強調し、
ますます拡大進化す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勝ち残るためのナショナルアイデ
ンティの育成、道徳性の育成を強く求めているからである。

7.民間の国際理解教育の到達点
「総合的な学習の時間」やESD10 年のなかでの実践されてきた国際理解に関連する教育の蓄積は、
いくつかの民間の活動の成果を生み出し、必ずしも政府の政策への追随ではない独自の視点やカリキュ
ラム，実践モデルを生み出した。それが、NPOの開発教育協会(DEAR)であり、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で
ある。
開発教育協会は、開発教育の側からNGOとして、文部科学省や日本ユネスコ国内委員会の動きと対
峙しつつ、学校だけではなく、世代間および世代内の公平と地域社会に着目し、地域と世界をつなげた
ESDカリキュラムの考え方や実践を提案している
（田中治彦編2008、開発教育協会編2010）。1990年代に
『新しい開発教育のすすめ方』
というロングセラーの出版を手がけた関西の教員たちによる開発教育の
研究グループは、長期にわたって研究会をかさね、ESDの観点からも優れた実践集を刊行している
（開発
教育研究会編2009、2012）。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では、科学研究費補助金成果報告書「グローバル時
代に対応した国際理解教育のカリキュラム開発に関する理論的実践的研究」
（基盤研究B、研究代表：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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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孝志・目白大学、2003 -2005年度）
を踏まえて、その成果物の出版を行なった。それが『グローバル時代
の国際理解教育』
（2010年）
である。

8.日本版グローバル教育としての『グローバル時代の国際理解教育』
『グローバル時代の国際理解教育』は、現時点での日本の国際理解教育研究の到達点をしめすもの
であり、その内容からみて欧米のグローバル教育とも近接し、
「日本版グローバル教育」
といっても過言で
はないものである。
そこでは、人は、体験としての出会い、経験、参加を通して、気付き、発見、納得、実感、共感などをへ
て、知識、技能、態度に到達するとして、目標の構造化をはかっている。それは、1）文化的多様性、2）相互
依存、3）安全・平和・共生、4）未来への選択という四つの知識・理解目標、1）
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2）
メ
デイア・リテラシー、問題解決能力という三つの技能（思考・判断・表現）目標、1）人間としての尊厳、2）寛
容・共感、3）参加・協力の三つの態度（関心・意欲）目標である。
また、学習すべき内容領域としてA .多文化
社会（文化理解、文化交流、多文化共生）、B.グローバル社会（相互依存、情報化）、C.地球的課題（人権、環
境、平和、開発）、D.未来への選択（歴史認識、市民意識、参加・協力）
という四つの領域をあげている
（括
弧内はそれぞれの下位内容）。
そして、国際理解教育が育成すべき人間像（ゴール）
として、
「人権の尊重を基盤として、現代世界の
基本的な特質である文化的多様性および相互依存性への認識を深めるとともに、異なる文化に対する寛
容な態度と、地域・国家・地球社会の一員としての自覚をもって、地球的課題の解決に向けてさまざまなレ
ベルで社会に参加し、他者と協力しようとする意思を有する人間」であり、同時に、
「情報化社会のなかで
的確な判断をし、異なる文化をもつ他者とも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行う技能を有する人間」をあげている。
さらに、＜カリキュラム開発の視点、教科領域との関連性、実施時期、総時数、単元目標、単元内容を
示すキーワード 、教材観・単元設定の理由、国際理解教育の視点、主な学習活動と学習者の意識、学び
の軌跡、改善点、授業者による自由記述＞など実践を記録するための枠組み（実践フォーマット）
も示して
いる。
『グローバル時代の国際理解教育』は、
グローバル教育やワールド・スタディーズなど米英で培われて
きた世界や社会、文化に関わる理解や考え方、価値観、世界観についての研究成果を継承するものであ
る。
また、第二次世界大戦後、世界の国際理解教育に指針を与えてきたユネスコの1974年「国際教育」勧
告や、1974年勧告の改訂版とされた1994年の「平和・人権・民主主義のための教育」の決議、2005年以降
の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に関する動向をも踏まえるものである。
さらに、
ここで示された人間像（ゴール）は、現代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がもたらしたローカル、ナシ
ョナル、
リージョナル、
グローバルな課題が、相互に作用し、重なり合い、自己と世界が直接的につなが
っている重層的な市民的資質を示すものであり、初期ユネスコの世界市民性、ユネスコ
「国際教育」勧告
（1974年）以来のグローバルな市民性の論議を踏まえたものでもある。
永田佳之の示唆によれば、国連ESD10年の後、ポストESD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のが、
グローバル・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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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ィズンシップ教育（GCE）
である。GCEは、潘基文国連事務総長自らコミットしている国連事業である
「教
育イニシアティブ」の三つの優先事業の一つである「持続可能でよりよい社会を構築するために自然環
境をケアし、人間相互の関係性をより平和的にしていくこと」に関わる。そのために、GCEでは、参加型の
教授や学習、社会的弱者やマイノリティを考慮した教科書の改善、教師の力量開発、平和・人権・尊重・文
化的多様性・正義の価値観の内在化、21世紀型スキルの習得などの教育課題が指摘されている。
『グロー
バル時代の国際理解教育』は、
これらの国際動向にも対応できる国際理解教育のバックグラウンドを有し
ていることは以上の論述からも明らかであろう
（なお、現在、
『グローバル時代の国際理解教育』に代わる
2015年刊行予定の新訂版の編集作業中である）。

9.私の授業実践–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の育成をめざして
筆者は、1977年4月から1999年3月までの22年間、日本の私立中学校・高等学校の教員をしていた。担
当教科は社会科であった。教員歴10年ほどして社会科教育・国際理解教育の授業研究に関心を持ち、大
学教員としての授業をふくめて、私の実践史の上で三つの画期となる授業をしてきた。それらは、すでに
述べてきた国際理解教育・グローバル教育の理論的な動向と研究を踏まえ、国際的視野の育成からはじ
まり、地球市民的な資質となり、アクティブなグロールシティズンシップの育成をめざすものとなっていっ
た。
その三つとは、
（1）中学校社会科「世界の中の日本経済−アジアニーズと我が国の経済−」単元（以
下、
「アジアニーズ」単元と略す）、
（2）高等学校、学校設定科目「国際理解」における
「外国人労働者問題」
単元（以下、
「外国人労働者問題」単元と略す）、
（3）大学授業科目「海外こども事情A」
：タイ・スタディツア
ー・プログラム（以下、
「タイ・スタディツアー」単元と略す）
である。

9.1.「アジアニーズ」
単元—社会科における実践

1）
実施時期・対象，
実践記録
「アジアニーズ」単元は、1989 年2月に、私立H中学校3 年生3クラスを対象に、4時間の社会科開発単
元としておこなった。実践の記録としては、藤原（1990：57-84）にまとめている。

2）
授業実践の教育観
当時、筆者は現職教員であったので、近隣の国立大学教育学部の研究者（今谷順重）の指導助言をう
けて本単元の教材開発にあたった。その際、参考にしたのが、1970年代にベッカーやアンダーソンらが提
唱したアメリカのグローバル教育であり、同じくバンクス
（Banks,J.A）
らの、
アメリカの多民族・多文化教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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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あった。
ここで得られた教育観は、アメリカでは、経済の相互依存性や地球そのものの意識化という
「外に向
かっての国際化」
（グローバル教育）
と、欧米中心史観の転換やマイノリティのエンパワーを説く
「内に向
かっての国際化」
（多民族・多文化教育）
とがコインの裏表のように一体化しているという認識であった。
また、
アメリカ新社会科の研究者であった今谷は，従来の経験主義にもとづく問題解決学習に価値の
究明や合理的意思決定の場面を導入した「新しい問題解決学習」を提唱し、筆者は実践者として、その理
論に従い、授業構成を組織した。
さらには、本単元の授業内容に関して、当時、
アジアニーズと呼ばれてい
た韓国、台湾、香港、
シンガポールの経済について、出版物やメディアの報道をもとに教材研究を行った。
個人的には、1986 年初めての海外旅行であった香港でのフィールドワークが印象的で、日本単独の
経済は不可能でアジアとの共存が今後ますますたかまり、アジア認識の転換が必須であるという実感を
もった。
また、当時，筆者が日本語ボランティアとして、日本語学校の留学生（韓国、
シンガポール、台湾、イ
ギリス）
と交流があったことも授業へのゲストスピーカーに招くきっかけとなった。
かくして、
「アジアニーズ」単元の教育観として、次のような「国際理解教育」のコンセプト・チェンジ（表
1）
を確かなものにしたうえで、
「新しい問題解決学習」にもとづく単元を開発した
（表2）。
表1 国際理解教育のコンセプト・チェンジ（藤原1990：72）
戦争、民族、国家の19世紀的な世界像」から、非戦争（相互依存）、地球社会の21世紀的世界像へ
インターナショナルからインターピープル・インターパースンへ
他国理解の教育から相互依存や地球環境、南北問題の教育へ
国家間の理解から異文化間の理解へ、
知的理解から共感的理解、そして問題解決的態度形成へ
欧米中心からアジア・太平洋地域の理解へ
受信から発信の情報・文化へ

表2 授業「アジアニーズ」単元の構造（藤原1990：74）
Ⅰ素材・教材の理論的根拠
グローバル化、相互依存、世界経済システム
民族交流の拡大、多民族状況
Ⅱ体験・行動
・夏休み課題 電化製品調べ（電器店）
・ゲスト・スピーカー（日本語留学生）の
スピーチと話し合い
Ⅲ学習内容・問題テーマ
・国際経済（中学社会・公民、国際単元）
・アジアニーズの成長と日本
Ⅳアプローチの方法的理論
・新しい問題解決学習 ・授業構成と各時のねらい
①問題場面の発見
資料やテレビの映像からからアジアの新しい変化や動きを発見させる
②原因の探求・心情への共感
韓国を例にとってアジア・ニーズの成長の秘密を探り、ニーズの人々がその成長や生活水準の向上に抱いている
気持ちを究明させ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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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価値の究明、合理的意志決定（選択）
アジア・ニーズの成長が日本に与える影響の明暗を分析し、そうした現実上の矛盾を克服することの大切さを考え
させる。その際、多国籍化をはかる企業の例をあげるとともに、生徒たちに身近な生活という視点から彼ら自身の
価値と選択を考えさせる。
④社会的参加行為（体験的交流と新しい問題意識の獲得）
アジア諸国との相互依存体制が深まるにつれ、経済発展一元観やマスコミなどがつくる。ステレオタイプ(固定観
念)を克服し、民族や文化の理解をふまえた多元的で豊かなアジア観をもつことが大切であることを気づかせる。

3）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の育成からみた省察
「アジアニーズ」単元の授業は、社会科から見れば、自動車や電化製品の市場における国際分業シス
テムの授業だが、それだけだと単なる日本の国益にそった相互依存の認識にとどまる。
しかし，国際理解
の授業として、東アジアの人々のくらしや生活の願いを汲み取ったうえでの共感的な理解、東アジアの協
同的な関係に視野が及ぶようにしたのである。
そのために、単元の最後には、
日本語を学ぶ韓国、台湾、
シ
ンガポール、イギリスからの留学生を招待し、スピーチをしてもらった。つまり、
「顔の見える関係」から東
アジアの国際分業、相互依存関係を実感させたかったのである。
本単元の授業は概ね成功した。その理由は、一つには、完成品としての工業製品しか知らなかった
中学生に、自動車や電化製品の部品生産におけるアジア各国の分業の映像をみせ、日本企業の海外依
存（国際分業）の事実を具体的に示したことである。二つには、モノだけではなく、
ゲストスピーカーとして
人もまた国際化の現実であることを実感させたことである。三つには、それらを通して、日本だけが発展
し、他は停滞しているという近隣アジアに対するイメージの転換をもたらしたことである。
しかしながら、社会科の一部として授業をおこなったために、国益（世界の中の日本）から見た国際分
業（競争と序列化）の視点と、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育成の視点からみた共感的な相互依存（「メイ
ド・イン・アジア」に依存する共生の価値）の視点との区別が曖昧であり、国際理解教育の深まりが課題と
して残った。
この実践から25年以上もたった現在、東アジアの経済システムは驚くほどの変化を示している。韓国
では現代やサムスンなど世界企業が成長し，中国が「世界の工場」
となって、GDPでは日本を抜いて世界
第2位になり、やがてはアメリカを抜いて世界最大の経済大国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ている。
シンガポー
ルや香港は世界の金融センターになっている。東南アジアはASEAN統合を2015年に予定している。
日本
は、長い不況期に入り、
さらには関西（1995年）
と東北（2011年）
で二つの巨大地震を経験し、経済的な地
位は相対的に低下した。東アジアの人々の暮らしにおける相互依存のネットワークが格段に進み，競争に
よる摩擦や対立ではなく、相互依存による共生、協力の価値観を育てる時に来ており、当時の授業のねら
いは現在も有効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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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外国人労働者問題」
単元−特別科目
「国際理解」
における実践

1）
実施時期・対象，
実践記録
「外国人労働者」単元は、1990年4〜7月に私立H高校国際コース2年生1クラスを対象に、全20時間の
特別科目「国際理解」の開発単元としておこなった。実践の記録としては、藤原（1994）にまとめている。

2）
授業実践の教育観
「アジアニーズ」単元の授業を開発と平行して、1989年4月からのH高校国際コースの特別科目「国際
理解」
（Global Studies）の構想と単元開発、授業実践が課題となった。そこで、
アメリカのグローバル教育
やそれを紹介した永井（1989）や魚住（1987）に学んで、新科目の2学年分（週2回授業）のカリキュラム開
発をおこなった
（表3）。
科目目標を「グローバルコミュニティの形成と21世紀に生きる人間としての気づきと自覚」に求め、魚
住が紹介したクニープ（1987）の「総合社会科としてのグローバル教育」を参考に，学習領域として地球的
課題，文化、
グローバルシステムを採用した。
また、イギリスのワールド・スタディーズ（グローバル教育と
しての開発教育）
を参考に、地球的課題の学習テーマとして、開発や環境の問題，先進国と途上国の格差
（豊かさ・貧しさ）
を採用した。
当時、筆者は、社会科＝開発教育の実践をしていた大津和子（1987）
らとともに関西の教員を中心メ
ンバーとする開発教育の研究会に集い、年六回ほどのセミナーを開催することで、開発教育の教え方・学
び方を追究し、その推進を図っていた
（開発教育推進セミナー編1995）。大学の研究者との恊働だけでは
なく、
このような現職教員の自主的な研修サークル（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は、筆者の教員
としての力量開発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
「外国人労働者問題」単元の開発や参加型学習を意図したロ
ールプレイ教材の作成を可能にした
（表4）。
「アジアニーズ」単元は、
「外に向かっての国際化」を授業単元とするものであった。
しかし、ローバル
化と多民族化・多文化化は、
コインの裏表であるとすでに述べたように、
「内なる国際化」
（地域の多文化
化）
を授業単元にする課題は残されたままであった。
日本における
「内なる国際化」は、1980年代まではお
よそ8割を占めていた在日韓国・朝鮮人に加えて、1990年代に入ってニューカマーとよばれた日系ブラジ
ル人やアジアからの労働者が急増したことで、多民族化・多文化化の課題となっていた。
筆者はこれをとりあげ、
グローバル教育としての開発と人権の視点（図1）から授業を開発した。
また、
体験的・共感的な理解と問題解決への態度化を進めるための活動的な学習ツールとして
「外国人労働者
問題ロールプレイ」を導入した（表4）。理念としての多文化を説くのではなく、社会が多文化化することに
よって起こる摩擦（アパートのゴミ出しや騒音のトラブルなど）
と、それに地域の住民としてどう対応してい
くか、態度化がせまられることを模擬的に体験させるために開発したのである。
個人の体験としては、
グローバル教育としての開発と人権の視点（図1）の獲得には、1989 年3月に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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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した神戸YMCA が主催するタイワークキャンプ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
タイ北部の農村でのワ
ークキャンプは、開発（貧困）
と国境を越えた人の移動を実感させ、問題意識とするに十分な体験であっ
た。
表3 「国際理解」
（GLOBAL STUDIES）の内容構成(藤原1994：26)
●は実際に授業を実践した単元
領域

地
球
的
諸
課
題

開発
と協
力

知 識

価値・中心的概念

先進国のくらしと発展途上国
●外国人労働者問題
（豊かさ・貧しさの意味）
相互依存
●援助と協力−ODAとNGO
南北間の経済格差
共生
発展途上国と食品−バナナと
発展途上国の貧困と開発問題
えび
政府開発援助と民間協力活動

地球環境問題—熱帯林破壊／
酸性雨／地球汚染／地球温暖
環境・
化
資源
・資源・エネルギー問題
食料・人口問題

限りある資源・環境・人口（宇宙
船地球号、限りある地球）
発展途上国の開発と環境
先進国の消費文明と環境・資
源の配分

相互依存
希少性
葛藤
公正

伝統と近代
観光開発
少数民族の生活と文化
文化摩擦(認識格差)

文化の交流と摩擦
文化の多様性と共通性（宗教・
価値観、生活様式）
伝統文化と近代（欧米）文化

文化の広がり、多様性・独自性、
普遍性
文化の相互作用、葛藤、相互理
解

世界
経済

ＥＣ統合
アジア大平洋の時代と相互依
存−アジアNIESの成長と日本
社会主義の変容とその行方
日米摩擦-先進国経済の相互
依存

世界経済（歴史的背景と動向
アジアＮＩＥＳ（発展途上国
の工業開発モデル）
市場経済（資本主義経済）、経
済統合・経済摩擦
社会主義経済（計画経済）

変化
葛藤や摩擦
相互協力
相互依存

世界
政治

湾岸戦争-ポスト冷戦時代の世
界新秩序
・核と国際紛争
人権問題
民族紛争と難民

世界政治（歴史的背景と動向）
民主主義・自由と国家
政治統合と国家
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
国連のしくみと役割

変化
葛藤や摩擦
相互協力，協調，公正
法とルール

異文化理解

グ
ロ|
バ
ル
シ
ス
テ
ム

主な学習テーマ（例）

表4 単元「外国人労働者問題…モノからヒトの国際化」
（全20時間）の概要（藤原1994：35）
導入（１時間）
問題の発見
（6時間）
原因の探求
（3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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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就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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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情への共感
（4時間）

日本の近･現代史における労働力移動…新聞、ビデオなど
日系移民：第二次大戦中の強制収容のことなど
｢からゆきさん｣
朝鮮人労働者（強制連行）

価値の究明
（2時間）

欧米の外国人労働者問題（外国の事例から学ぶ）…ビデオから
ドイツの事情
アメリカ合衆国の事情

態度の育成
（2時間）

ロールプレイを通して考える。
・アパート経営者小林さんと住人のパキスタン人シッキムさんの訴えをめぐるトラブルの解
決法と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の論議を話し合う。

まとめ（2時間）
社会的参加

外国人労働者問題の考え方
ニュージーランドでの外国人体験（海外語学研修、１ヶ月）

図1 外国人労働者問題を考える視点
（藤原1994：21）
［国際］ →
↓

援助・協力
｜

途上国の貧困・開発−−−−外国人労働−−−−異文化理解・多民族共住
｜

↑

人権理解・少数民族（マイノリティー）への配慮 ←［国内］

3）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の育成からみた省察
日本の学校教員は、学習指導要領（ナショナル・カリキュラム）があり、それに準拠した検定教科書が
あるので、教科書通りに教授することを疑いもなく受け入れている。
しかし、学校設定科目では、単独科目
としてのカリキュラム開発からはじまり、教材や資料，
ワークシートなど、独自のテキストづくりをへて、学
習単元としての授業実践に至るまで、教師の裁量が認められ、労苦は多いが創造的な作業であり、教師と
しての専門的力量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は筆者にとっても同様である。
「外国人労働者問題」単元は、国際コースに学ぶ高校生には、時事的で現代的なトピックの学習であ
り、
コース独自の学習体験であった。内容的にも映像や資料など豊富な資料を活用し、ローププレイな
ど活動的な学習方法を導入した点で、独創的な授業となった。
また、外国人労働者の受入の是非をめぐ
る態度化を授業場面ごとに数量的に評価していった。
このような取り組みは、外部からも評価された（第
16回国際理解教育奨励賞最優秀賞論文、帝塚山学院大学国際理解研究所『国際理解』23号、1991年）。
国際理解教育の視点から、本単元の最終時に、図1で示した世界へ向かう視点と国内へと向かう視点
の統合化をはかっていった。
「外への視点と内への視点」の統合化は、イギリスのグローバル教育でも強
調されているもので、
グローバルとローカルがクロスする地球市民（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育成
の視点でもある。
この単元の実践後も、外国人労働者はますます増加し、雇用、国際結婚（多文化家庭）、
こどもの教育、
暮らしなど社会生活のさまざまな場面での「法・ことば・心」の壁とその克服、すなわち日本における多文
化共生の課題が高まってきた。
また、
グローバル教育における参加型学習の広がりのなか、筆者は、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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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人労働者問題」単元での実践家としての職能開発（Professional development）の経験を生かして、多
文化共生の課題に応えるべく新たな教材開発を手がけることになり
（藤原2000、2008）、外部の教員研修
などで地球市民教育の取り組みとして発信していった。
「国際理解」科目における教員（実践家）
としての職能開発の経験は、筆者が大学の教員になった際
にも活用され、
「外国人労働者問題」単元は「多文化共生とこども」、
「援助と協力」単元は「世界の貧困問
題とこども」
という授業科目のベースとなった。同様に、
「社会主義の変容とその行方」単元や「湾岸戦争」
単元の実践は、時事問題学習への取り組みともなっていった
（藤原編2009）。
「外国人労働者問題」単元における経験は、筆者や外部の教員としての職能開発に貢献したが、内部
の勤務校の教員にとってはどうであっただろうか。残念なことに、新科目の構想と開発，単元の開発と実
践については筆者個人に任されたので、協同の試みではなかった。国際コース担当の同僚教員は多くい
たが、英語科と社会科であり、筆者の開発したテキストをもとに同じ内容の授業を追試したのは、社会科
の同僚教員1名であった。同僚教員は、日本史の担当ということもあって、あらたに
「国際理解」の単元を自
ら創造し、実践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国際理解教育の実践の担い手を養成することは簡単なことでは
ない。

9.3.
「タイ・スタディツアー」
単元−教科を超えた活動的学習

1）
実施時期・対象，
実践記録
「スタディツアー」単元は、現在の勤務先の大学の授業科目「海外こども事情」において、大学生2、3、
4年生を対象に、2005年8月より隔年で実施している。実践の記録としては、藤原(2013:58-74)にまとめてい
る。

2）
授業実践の教育観
イギリスの中等教育で新教科「シティズンシップ」が2002 年から実施され、初等教育においては必
修ではないものの2000 年から導入されている。新教科の構想、意義は1988 年に発表された（「クリック
（Bernard , C .）
・レポート」）。筆者は、1988 年以後2014 年の現在までほぼ毎年、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や
グローバル教育・開発教育の調査などを目的にイギリスを訪れ、政府関係機関や実践校、教育養成大学
院、NGOでの調査、教材などの資料収集、セミナーや学会への参加などをしてきた。
イギリスのシティズンシップは、現在、
「社会的・道徳的責任」
（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コ
ミュニティへの参加」
（community involvement）、
「政治的リテラシー」
（political literacy）、
「アイデンティ
ティと多様性」
（Identity and Diversity）
という4つの柱を不可欠の要素としている。それは、ローカル（地
域）、ナショナル（国家）、
リージョナル（EU）、
グローバル（英連邦や世界）
といった重層的なコミュニティの
存立する社会、多様性を基調とする社会にあって、政治的な判断や批判的な能力を有した個人の権利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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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にもとづく参加民主主義（active citizenship）
を理想とするものである。
イギリスでは、ユネスコのGCE提唱の前から、
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に関連してグローバル・シティズ
ンシップが論じられ、学校教育への導入がはかられてきた。特に、イギリスのグローバル教育の系譜を
引くNGOでは、地球市民（the Global Citizen）を、市民性，多様性尊重，世界理解，正義、公正，参加，持
続可能な社会のための行動などの資質を備えた人間として定義し、学校教員への支援をおこなってきた
（Oxfam1997）。
筆者は、
このような英国の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から多くを学び、教材や授業プログラム
を開発してきた。そのなかの一つが、オルタナティブなツアーとしてのスタディツアーであり、
「問いを持っ
た旅、学びを創る旅」
としての海外体験学習である。
自ら問いをたて、行動を立案し、探究や参加、ふりかえ
りのスキルを高め，
グローバルなコミュニティとしての世界を理解し、自らの変容を経験するというアクシ
ョン・リサーチの方法を、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から学んだのである
（Get Global，2003年）
これらの教育観の他に、
「タイ・スタディツー」単元の開発には、日本のNGO
（神戸YMCA）の「ワイ・ワ
ークキャンプ」
（1989 年）への参加の経験と人的交流を契機とした、ツアーの実施のうえで不可欠の現地
のパートナー（タイ：チェンマイYMVA）が形成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大きい。
スタディツアーは単なる
観光（観る、遊ぶ旅）
ではない、現地の人々
（NGOスタッフ，若者，
こども）
と交流し、学びあう旅だからだ。
訪問地は、2005年の首都バンコクをのぞいて、すべてタイ北部のチェンマイである。時期は、夏休み
の8月の10日間、毎回約20名である。表5に主な訪問先と活動内容を示したが、
これを見るとタイ北部にお
ける開発と貧困，環境と持続可能な農業、観光と売買春、児童労働、HIV/AIDS，国境、人身売買、山岳民
族の問題などが、学生たちの関心を集めていることがわかる。
これらはいずれもタイだけの問題ではな
く、日本にもつながり、世界にもつながる地球的な課題である。一方，社会問題だけではなく、小学校やス
ラムの子どもとの遊びや絵本の贈呈、人形劇を通した交流もある。
さらに
「学びの旅」
として、重要なのは、
グローバルな問題を考えたこと、学んだことことをふりかえり、参加者や現地のパートナーの前で発表す
ることである。
表5 主な訪問先と活動内容（筆者作成）
訪問先・活動

課題・イシュー

学びの視点

象キャンプ、山岳民族資料センタ 観光文化、観光のための開発、山岳
観光:見る側・見られる側の視点・ボ
ー、ストリートマーケット、
ドイステ 民族、ストリートチルドレン、経済の
ーダーレスなモノ、人の移動
グローバル化
ッ寺院などの名所観光

売春の当事者たちの意識向上
山岳民族、売買春、HIV/AIDS、女性 売買春:売る側・買う側の視点。ボー
や生活支援にかわわるエンパワ
のエンパワー
ダーレスな人の移動
ー財団
サオヒンYMCA、ISAC (持続可
環境教育、持続可能な開発、女性の 社会教育における環境教育や職業
能な農業地域研究所)の社会教
ための職業訓練（工芸品製作）
訓練の意義
育活動、
チェンマイ郊外、W小学校、絵本 タイ北部の一般的な公立小学校で
タイの学校教育の事情
の交流
の贈呈、人形劇の実演
援助する側・される側の視点。支援
チェンライ郊外、M小学校、絵本の 貧困、HIV/AIDSと子ども支援、参加
のあり方、地域における学校・教師
贈呈、人形劇
型地域開発
の役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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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ェンライYMCA（こどものケア 保健医療活動をとおした地域開発
北タイおよび 近 隣 諸 国 に お ける
のプロジェクト）、Wakatakeホー 北タイの地域開発、タイにおける山
YMCAの活動の意義
岳民族の若者寮でのくらし
ム
タイ・ミャンマー国境、国境警察 国境地帯における人の移動、児童 経済のグローバル化とボーダーレ
労働、移民労働者、麻薬問題
スな人、モノの移動
署
バンロンサイ
（日本のNGO）

エイズで親を失った子どもの支援

施設収容型支援のあり方

ス ラ ム に お け る チェン マ イ ストリート・チルドレンと児童労働、 ボーダーレスな人の移動がもたら
こども支援
す格差、貧困、
こどもへの影響
YMCAのこども支援
チェンマイ市内のフェアトレード 貧困問題の解決の取り組みと国内
タイの農村が直面する貧困や山岳
・マーケット
（朝市）、コーヒー栽 フェアトレード、山岳民族支援のた
民族の生活への問題解決のあり方
めのコーヒー栽培
培農家訪問
C高校生対象のワークショップ、
文化交流、ピアサポート
交流

学びの共有

日々のふりかえり、英語による発
スタディツアーでの学び。
表

学びの共有、プレゼンテーショ
ン

3）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の育成からみた省察
学生たちの事後レポートをみると、
「人生のなかで一番濃密な時間をすごした」
「人生観が変わるほ
どの体験だった」
「2単位での授業とはとても考えられない学びだった」
「進路を決めるきっかけになった」
など、参加学生の評価は高い。
その理由は、訪問や交流を通して、子ども、
スラム、観光、国境、農村、女性などの状況を知り、開発、格
差、貧困、マイノリティ、売買春、
フェアトレードなどの課題について考え、ふりかえることで、体験を通した
学びの文脈が生まれたからである。そして、学んだことを発表することを通して、学びの獲得と変容に自
覚的になり、それらが自己の行き方への問いかけを生み、
グローバルな市民性の獲得にいたる
「場」を構
築したからである。
「タイ・スタディツアー」単元は、学校や大学でのフォーマルな授業や講義，演習ではな
く、体験活動という教育、18歳以上の成人教育における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の育成といえよう。
以上、
「アジア・ニーズ」、
「外国人労働者問題」、
「タイ・スタディツアー」の三つの単元は、社会科にお
ける国際的視野、新科目の中の地球市民的資質、そして教科を超えた体験学習のなかでのアクティブな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の育成と、教師の実践的な専門性の向上につれて、授業実践の深まり、ね
らいの明確化も確かなものになっているといえよう。
おわりに
知識情報化社会におけ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なかで、日本では「グローバル人材の育成」が叫ば
れている。その中心にあるのは、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
グローバルな規模での企業競争に勝ち残る
ための問題解決力、交渉力、
プレゼンテーション力などである。
しかし、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
は、
これらの競争人材ではなく、
グローバルからナショナル、
ローカルまで相互につながりあう公共圏にお
ける多次元的な市民性と問題事象を共有できる人材を育成すべきである。
「競争から共生へ」が、
グロー
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のキーワードになる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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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1

중등교육에서의 글로벌 시민교육
최종덕(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I. 서론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 지구상의 지리적, 물리적 거리의 단축, 거대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전 지구적 문제의 확산 등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시대, 즉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화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삶의 지형을 송두리째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있
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Friedman, 2003)에서 렉서스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세계적 브랜드이고
올리브 나무는 중동의 대표적 수종을 나타내는데, 이는 각각 세계화와 지역적 특수성을 상징한다. 세계화
와 지역적 특수성을 둘러싸고 세계 각 지역의 세계화로의 추동력과 그에 따른 갈등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세계화론자인 Friedman은 “자신의 올리브 나무를 튼튼하게 건사하지 못한 나라는 결코
제대로 존속할 수 없고, 설사 생존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자신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올리브 나무만을 갖고 있을 뿐 렉서스를 갖지 못한 나라는 아예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한
다 해도 그리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나라는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
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수밖에 없다”(2003: 97)고 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 간, 지역 간 전지구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한 국가의 시민교육을 국가
내 차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시민교육의 차원으로 확대하게 만들었다. 이제 한 국가의 시민의 자
질은 국민 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특성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의 보편 가치와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정향을 포함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시민교육은 1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민교육의 요소들이 점
진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한 우리 교육과정은 산업화가 태동되는 1970년대부터 전
지구적 쟁점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후, 1980년대 후반부터 상호의존적 세계관, 다문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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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 문제 해결 노력 등을 강조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간문화적 이해, 이질적 대상에 대한 편견
해소와 약자에 대한 배려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모경환 외, 2014).
특히 사회 교과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주요 교과목이다.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글로벌 시
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고 서술되어 있는지 탐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글로벌 시민교
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교육과정과 사회과와 관련한 글로벌 시민
교육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성아 외, 2008; 김경수 외, 2009; 성열관, 2010; 김용신,
2011; 조대훈, 2013; 모경환 외, 2014 ). 이러한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글

로벌 시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민교육의 쟁점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은
드문 편이다. 더욱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전지구적 문제의 확산 등에 대하
여 유네스코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개정된 2009 교육과정과 사회과 교과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떠한 글로벌 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고등학교 사회 검인정 교과서에서 글로벌 시민교육의 내용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 중등교육에서의 글로벌 시
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글로벌 시민교육의 동향과 쟁점
세계화의 진전은 우리 사회를 글로벌 사회로 변화하게 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하
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주목해 온 시
민교육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공통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안
점을 두었다. 그러나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의 시민교육은 글로벌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시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12년 9월, UN 총회에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을 발표하고 주요 추진과제로 초등교육의 보편화, 학습의 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 시민성

의 함양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는 UN 사무총장의 구상에 발맞추어 회원국가의 아동들이 능력 있는 글
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민교육을 향후 8년간(2014~2021) 핵심 교육목표
로 설정하였다(UNESCO, 2014).
세계화의 진전과 글로벌 시민의 출현에 따라 시민교육은 단일 국가 수준의 시민교육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민교육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글로벌 시민교육을 논의하는 데 몇 가지 어려움이 뒤
따른다. 첫째, 글로벌 시민성의 의미에 대한 공유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 국가의 시민과 별도로
글로벌 시민을 정의하는 데 실체가 없는 글로벌 정부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
성은 글로벌 사회에의 소속감이나 글로벌 정치체제에의 참여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러다보니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정체성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혼란이 야기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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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글로벌 시민교육에서 세계화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글로벌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
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세계화를 근대화가 수반하는 필연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합한 대응방식을 강조하는 입장과 세계화의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대응하여
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Green, 2012; Shultz, 2007; Myers, 2006; Torres, 2002).
결국 글로벌 시민교육이 처한 선택적 상황은 개별 국가들이 세계화에 자국의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반영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진다(윤철경・박선영, 2011). 이러한 글로벌 시민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는 아래
유네스코의 글로벌 시민교육의 쟁점들로 논의될 것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50여 년 동안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을 통하여
국제이해, 협력, 인구, 식량, 자원, 환경, 에너지 등 전 지구적 문제들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세계공동체 의
식을 강조해 왔다. 국제이해교육은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세계교육(global education), 세계
시민교육(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등 다양한 용어로 각국 또는 각 기관의 상황 및 이해에 맞추어
실시되었다. 사실 글로벌 시민교육은 국제교육, 국제이해교육, 글로벌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평화교
육 등의 구도 속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으며(Banks, 2008; Davies et al., 2006), 글로벌 시민교육과 관련
한 다양한 접근도 실제 학교 교과과정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
민교육은 다양한 접근 방법의 구도 속에서 부분적인 토픽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그 또한 정규교과가 아
니라 부수적 교육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Rapoport,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2013년 발간물에서 글로벌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세
계화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관점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는 21세기의 도전에 준비하는
학습자의 교육으로 글로벌 시민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단체인 Oxfam(2006)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글로벌 시민교육
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유네스코(2014)는 학습자들이 지역적으로나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를 대면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며 나아가 좀 더 정의롭고 평화적이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
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글로벌 시민교
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유네스코의 글로벌 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실생활의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 방
법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찾아보도록 격려한다. 또한 그들이 글로벌 사회의 주류 담론과 연관된 가정,
세계를 보는 관점, 권력관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도적으로 주변부화 되어 있거나 제 목소리
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나 집단들을 고려하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글로벌 사회의 바람
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집합적 행동에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네
스코의 이러한 글로벌 시민교육의 목표는 전통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비판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시민교육
(transformative citizenship education)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네스코는 글로벌 시민교육의 논의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글로벌 시민교육과 연관된 인식, 가치, 신념, 세계관들을 지속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시민
교육의 성격과 특성을 더욱 명확히 해 줄 것이다.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글로벌 시민교육의 쟁점들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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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은 개별성(예, 개인의 권리, 자기 성장 등)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보편성(예, 공통/집단적 정체성, 이
익, 참여, 의무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이에 따른 세 가지 쟁점은 ① 글로벌 연대성과 글로벌 경쟁과의

관계, ② 지역적, 지구적 정체성과 이익의 조화, ③ 현상유지와 변화지향의 시민교육의 역할로 규정된다.
글로벌 시민교육의 쟁점 중 하나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글로벌 사회의 성취와 학습자 개인의 성취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지구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는
지를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학습자 개인이 21세기 역량을 갖추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에 초점을 둔다.
연대와 경쟁을 적대적 관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교육은 전통적으로 직업 시장과 사회에 진출할 수 있
도록 개인 차원의 인적자본의 개발에 관심을 두었지 상호 성공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에 관심을 두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연대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경쟁력에 초점을 둔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서의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보다는 개인의 이기심을 조장하고 협력을 기피하도록 하여 공동체의 연대
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유네스코의 글로벌 시민교육은 연대와 경쟁력 두 요소를 모두 글로벌 시민의 핵심 자질로 중
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네스코는 만약 경쟁력이 글로벌 시민성의 자질로 고취된다면 경쟁력은
혁신과 창조성을 북돋우어 현재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도전 과제들을 잘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
네스코는 경쟁력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번성시키고, 개선시키는 학습자들의 역량 형성을 촉진시키는 긍
정적 기능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의 경쟁력의 개념은 세계화 과정에서 개인, 국가 간 무한경쟁이 연
대를 파괴하고 신뢰 형성에 저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서의 경쟁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논점은 지역적 정체성과 글로벌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다. ‘글로벌’ 용어 자체는
내재적으로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다. 글로벌 시민교육의 보편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
나는 교육대상의 보편성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내용의 보편성이다.
교육대상의 보편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국민 국가의 시민과 글로벌 시민 간의 딜레마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글로벌 시민은 공허하고 추상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시민교육은 개별 국
민 국가의 시민을 대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다. 지구적 의식과 책임감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시민성과
국민 국가의 시민성 간의 갈등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가 주목된다.
또 한 측면의 문제는 글로벌 시민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보편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글로벌 시민
교육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존중이다. 다양한 관점, 다원성, 다문화에 대한 존
중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관점이나 어느 문화나 모두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다양성의
폭과 깊이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문화주의에서 주장하는 각각의 지역적 문화와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원적인 것의 찬양, 문화상대론적 논의로 회귀될 수 있는 점에 주의
를 기울여 보편성과 다원성, 글로벌 정체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도 글로벌 시민교육
의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시민교육이 글로벌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이
다. 유네스코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좀 더 정의롭고, 평화스러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
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현재 주
류 담론의 철학, 세계관, 권력관계에 대하여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소외되고 주변부화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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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집단들을 배려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사회/글로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
구하여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개인/집단 행동에 참여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Oxfam도 글로벌 시민교육을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의 불균등한 사용과 이에 따른 자원의 고갈, 국
가 간 빈부 격차 확대와 가난한 자들의 기본적 인권 부실 문제 등을 인식하고 지구촌에 대한 관리와 배
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 관심 등을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변화지향적 글로벌 시
민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구촌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에 대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다양한 문화를 상대적 관
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 태도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글로벌 시민
교육의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소수자 문화가 주류 사회에 잘 적응하고 조화롭게 생활하도록 도와주
는 동화주의적 다문화 정책에 대한 강조는 급격한 사회 변화보다는 사회 안정을 기대하는 글로벌 시민교
육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1. 사회 교과서 분석 기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과 창의를 강조하고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을 상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학생의 적
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비판적 사고
력 함양, 다양한 문화와 가치 수용 태도, 국가 공동체와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특히 사회는 학생 자신에서 시작하여 삶의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지구촌과 미래라는 공간
과 시간까지 포괄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세계인의 자질은 의사소
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지구 공동체 문제 해결, 인류 공영, 배려와 나눔 등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교과는 바로 그러한 세계인의 자질을 함양하는 글로벌 시민교육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사회 교
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내용 요소 중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글로벌 시민교육의 내용이 서술
된 단원이다.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 교육과정 내용체계

영역
사회를
바라보는 창
공정성과
삶의 질

내용 요소
• 개인 이해
• 세상 이해
• 개인과 공동체
• 다양성과 관용
• 삶의 질과 복지

분과 패널 1│중등교육에서의 글로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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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과 삶

• 고령화와 생애 설계
• 일과 여가
• 금융 환경과 합리적 소비

환경 변화와
인간

•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 공간 변화와 대응
• 세계화와 상호의존

미래를
바라보는 창

•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 지구촌과 지속가능한 발전
•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

위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된 고등학교 『사회』 검인정 교과서 4종(A, B, C, D로 표시)에 대하여
앞 장에서 논의한 글로벌 시민교육의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서술된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는 글로벌 시민교육의 세 가지 쟁점인 글로벌 연대성과 글로벌 경쟁력, 보편성(글로벌 정체성)과 특수성
(지역적 정체성)의 조화, 현상유지와 변화지향의 시민교육의 경향을 기준으로, 교과서의 해당 영역의 문장

의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이를 전체적인 서술 내용의 방향성을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세 가
지 쟁점과 관련한 교과서 내용 분석의 기준(<표 2>)은 다른 사회과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분석 기
준을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시민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1) 이에 따른 교과서 내
용 분석은 고등학교의 글로벌 시민교육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고등학교 글로벌 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
해 본다.
<표 2> 글로벌 시민교육의 논쟁점과 서술 내용

글로벌
시민교육의 지향

서술 내용 분석의 기준

글로벌 연대성 /
글로벌 경쟁력

•
•
•
•

글로벌 사회의 성취(지구적 과제의 해결) / 학습자 개인의 성취
사회자본의 형성 / 개인 차원의 인적자본 개발
공동체 구성원의 자질 / 학습자의 역량 형성
연대와 경쟁의 균형

글로벌 정체성 /
지역적 정체성

•
•
•
•

세계화, 세계 시민/ 지역화, 국민 국가 시민
보편성 / 지역적 특수성 (다문화 사회)
인권, 정의, 평화 / 다원성, 소수자 문화
관용과 비판 : 탈중심화

현상유지 /
변화지향

•
•
•
•

타자에 대한 이해 / 주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사고
위계적 교수학습 / 적극적, 참여적 학습
동화주의 / 다문화주의
소외, 주변부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 인권 향상

1) 김
 경수 외(2009)는 일본의 大津和子가 제시한 다문화 사회, 글로벌 사회, 지구적 과제, 미래로의 선택 등 네 가지를 교
과서 내용 분석 기준으로 하였고, 조대훈(2013)은 글로벌 다문화 정책 추진의 배경,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선, 글로벌
시민교육 정의의 수준,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정향을 교과서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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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
글로벌 시민교육의 세 가지 쟁점과 연관된 서술 내용의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석 대상인 4개 교과서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 세계화와 연관된 글로벌 경쟁 강조
사회 교과서는 세계화 현상에 대하여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의존
이 심화되어 국제 사회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자본, 노동, 서비스 등의 국제 거래가 확대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경제에...자유 무역이 확대되면서 국가와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
려운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반도체 산업 등에서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금융, 서비스, 농산물 등의 취약 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A 교과서)
국제 거래의 확대로 국가 간 자유 무역이 확대되면서 세계는 보다 치열한 국제 경쟁 체제에 돌입하
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이나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추
지 못한 국내 산업이나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한다...그리고 개인은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 (C 교과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개인은...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잠재력은 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자원이 되며 개인의 잠재력으로 발현된 창의성은 개인과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미래
국가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될 수 있다. (C 교과서)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경쟁 상대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
업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값싸고 좋은 상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의 인력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경쟁
력을 갖추도록 한다. 정부 역시 국가 경쟁력을 높여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 교과서)
이를 보면 사회 교과서는 모두 공간적, 경제적, 문화적 세계화 현상 중에서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경제 체제의 변화와 경제 문제의 확산, 우리의 대응 등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세계화와 상호 의존’의 단원에서 네 개의 소단원 주제인 ①세계화로 인한 삶의 변화, ②국제 거래,
③세계화와 한국 경제, ④상호 의존의 심화 등에서 모두 경제적 세계화를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의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개인 차원의 인적 자본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적 세계화의 내용이 지구촌 경제에 대한 영향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글로벌 연
대보다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서술되어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지구적 차원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환경, 인권, 경제 양극화 등 지구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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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들에 대한 개인이나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같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C 교과서는 부분적으로 개
인의 역량이 집단이나 국가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구촌의 발전과 변화에까지 연
결짓지 않고 있다. 대체로 사회 교과서는 글로벌 시민교육 차원에서 글로벌 연대성보다 글로벌 경쟁에
치중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나. 다원 사회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서술 미흡
사회 교과서의 서술에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성격을 제시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중층적 정체성과 그에 따른 갈등에 대한 고민 없이, 지
역적 정체성보다 글로벌 정체성이 우월한 것으로 서술하거나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문제에 당
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개인은 ‘지구촌의 구성원’과 ‘개별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동
시에 가질 수 있지만 때로는 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인류의 보편적
선 또는 정의를 개별 국가나 사회 집단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세계 시민의식의 핵
심이다. (A 교과서)
...다음과 같은 세계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
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지진이나 기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원조뿐 아니라 개인, 시민 단체 등의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이 그 예이다. 다음으로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출신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세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해
야 한다. (C 교과서)
지구 공동체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체성과 더불어 인류애와 인
류의 보편성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와
더불어 인류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더욱 노력하는 것이다. (D 교과서)
세계 시민은 법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
성을 지닌다는 점이 강조된다. 글로벌 시민과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탐구는 글로벌 정부를 상정하고 그
와 관련된 능력, 자질, 태도의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국가라는 공간적,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촉진하려는 것과 연관되어 논의된다.
Noddings(2009)는 글로벌 시민을 이기적 관점을 넘어선 경제적・사회적 정의, 지구의 보전과 관련
한 환경, 생태 관련 문제들, 지구적 삶의 다양성, 그리고 평화교육 등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글로벌 시민은 자신의 국가에의 귀속감, 민족성, 정치적 신
념과 같은 다양한 지역적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세계 시민의 정체성은 지역적 정체성과 글로벌 정
체성의 중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 시민의식의 정체성 확립은 지역 대 글로벌 구도를 연속체로 조망
하고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는 탈중심화(de-centring) 접근법2)이 제시되기도 하는 만큼 지속적인

2) 탈중심화는 학습자를 그들의 지역적 현실로부터 점차적으로 분산시켜 그들에게 다른 현실과 가능성을 비전으로 제시하

114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된 내용은 B 교
과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
만, 개인 - 국가 - 지구촌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정체성의 이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화, 종교, 인종적
인 차이를 초월하는 집단적 정체성의 가능성 등에 대한 태도나 글로벌 이슈나 인간의 존엄, 정의와 같은
보편 가치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대한 심층적인 언급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세계화를 보
는 관점이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지구촌의 협력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존중을 통해 보편 가치를 증진시키는 글로벌 연대성을 강조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 동화주의 차원의 다문화 교육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 교과서는 다문화 사회의 특징과 갈등, 갈등 해결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대개의 교과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 해결 노력으로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적 태도, 소수자 집단이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서로 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
문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다른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
다...학교와 시민 사회에선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
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주민의 출신국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
록 문화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이주민이 우
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적응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A 교과서)
다른 교과서도 이상의 서술과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우
리가 실시하는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소수자들의 한국 문화 이해와 사회 적응,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
해라는 동화주의적인 소극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다문화 교육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자녀와 부모들에 대한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 등 사회 적
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우리 사회
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최종덕, 2012). 우리 다문화 교육은 굳이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동화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의 글로벌 시민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문화의 다양성 인식이나 상호 간 존중을 넘어 다
양한 문화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인식하고 소수자 집단의 교육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러한 다문화 교육은 다수자 중심의 동화주의 교육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정체성 존중의 다문화주의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과 같다’라는 주장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고 연결시켜 주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탈중심화는 지역 대 글로벌 구도를 연속체로 조망하고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갈 수 있다고 한다(UNESC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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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용인하게 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미국의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집단의 문화와 역사, 관점이 교육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식 구성 과
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기르고, 학생들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도록 하며,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교육적 평등을 경험하도록 학교나 사회를 보다 평등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Bakns and Banks, 2007). 미국의 경험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글로벌 시
민교육의 다문화 교육이 문화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소외되고 주변부화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기본적 인권의 향상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동화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소개한 교과서도 소수자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에도 차이가 있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그들의 언어나 문화적 특
성을 버리고 기존 문화에 동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외국인 이주민들이 평등한 입
장에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받으면서 기존 문화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가르
치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B 교과서)
모든 사회 교과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문화상대주의를 채
택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가 생성된 사회의 맥락, 즉 그 문화가 생겨난 배
경이나 내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관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어 문화 상대주의의 극단적 태도 역시 경계하고 있다. 명예살인, 전족과
같은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지역적 관습은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문화적 고유성을 가진 다양한 역사, 언어, 경험, 목소리들을 다양한 권력 관계 속에 혼
합된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의 갈등의 장으로 이해하는 문화 상대주의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형태의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어떤 문화나 문화적 관행도 용인될 수밖에 없게 된다. 교
과서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소수자 문화가 타 집단의
문화와 갈등 관계로 전환될 때 다양한 가치들을 관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지
는 않다. 관용이 모든 가치관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관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용의 정
신을 인정하여 타인의 가치관과의 병존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인정할 때에만 관용의 다문화 사회를 실
현할 수 있을 것이다.

IV. 분석 결과와 시사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4종의 글로벌 시민교육 관련 부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 교과서는 세계화에 따른 지구촌의 경제적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나 국민

116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 글로벌 연대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는 글로
벌 시민교육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사회 교과서의 세계 시민에 관한 서술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중층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
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시민의식에 필요한 보편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이 부족한 편이었다. 지구촌
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구촌의 당면 문제들을 지역적 정체성과 글로벌 정체성의 간극을 좁혀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가는 글로벌 연대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 교과서는 소수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들의 주류 문화에의 적응 지원이라는 동화
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 문화의 불평등한 지위를
인식하고 주류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소수자 문화에 대한 배려와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변화지향
적 글로벌 시민교육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상의 교과서 분석에서 고등학교의 글로벌 시민교육은 글로벌 경쟁 지향, 세계 시민의 정체성 혼란,
변화지향의 다문화 사회보다 현상유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네스코가 지향하
는 글로벌 시민교육과는 괴리가 있다. 유네스코의 글로벌 시민교육은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국제이해교육의 영역을 포함하면서, 글로벌 경쟁과 글로벌 연대의 통합, 세계 시민의 중층적 정체
성 간의 간극 해소, 그리고 기존의 불평등한 문화 관계의 교정 등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
의 글로벌 시민교육은 변화지향적(transformative) 글로벌 시민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중등교육에
서의 글로벌 시민교육은 유네스코의 변화지향적 글로벌 시민교육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하고 비판할
것인가가 과제로 제기된다.
유네스코가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시민교육의 쟁점과 현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글로벌
시민교육의 경향을 고려하여 우리 글로벌 시민교육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편성과
특수성, 글로벌 정체성과 지역적 정체성 간의 교호적 의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보편적 인권과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글로벌 시장과 각국의 경제체제의 관계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보편성에 비춘 비
판적 사고를 통해 양극의 간극을 좁힐 글로벌 전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둘째, 글로벌 시민교육에서는 다양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시민성의 덕목으로 다원주의, 관용, 비판 등의 가치를 학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시민교육은 여전히 각 지역의 민주주의의 성취에 기반을 둔 글로벌 민주시민교육을 지
향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자유, 정의, 평등의 민주적 보편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끊임
없는 노력의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인 4종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글로벌 시민교육과 관련한 구성 체계와 내용이 거의 비
슷하여 독창적인 교과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 목표, 내용
체계, 각 영역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이 교과서의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사실 각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내용 기준을 준수하여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독창
적 내용에 따른 논란이나 객관성 시비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내용과 관점의 교과서
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4종의 교과서에 의한 글로벌 시민교육은 다양성 속의 연대와 경
쟁, 지역적 특수성과 글로벌 보편성의 중층적 갈등, 상호 이해를 넘어 선 비판과 배려 등과 관련하여 다
양한 경쟁적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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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1

해외이동학습을 통한 비인가 대안교육현장3)
의 글로벌시민교육4)
하태욱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고봉청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 연구원)

해외

Ⅰ. 들어가는 글
아일랜드의 속담은 ‘집에만 있는 아이는 어리석다’고 했으며 영국의 속담은 ‘널리 여행하면 현명해
진다’고 했다. 그렇기에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여행은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일부’
라고 표현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는지 모른다. 여행은 오래된 교육의 수단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신
전순례 형태로 여행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여행은 교육
과 여행이 연결된 가장 오래된 기록일는지 모른다. 중세의 성지순례는 정치적인 문제로 본질이 왜곡되기
는 했지만 그 원형은 여행을 통한 깨달음이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된 유럽 귀족들의 자녀 로마 보
내기는 17~8세기를 거치면서 그랜드투어라는 이름으로 귀족자녀들의 필수 교육코스로 자리 잡기도 했

3) ’비인가 대안교육현장’이라는 표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1항의 ‘대안교육특성화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의 각종학교법 상 ‘대안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칭한다. 교육부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 ‘미인가 대
안교육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정부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시각이라
는 것이 대안교육연대를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비판지점이다. 따라서 의미있는 학업의 장으로서
대안교육이 국가주의 교육을 거부하면서 ‘비인가’의 상태로 자율적인 교육실천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대안학교’나 ‘대
안교육시설’로 부르지 않는 것 역시 근대적 학교중심주의를 탈피하고자 하는 실천가들의 의지인 동시에 공간적 개념인
‘시설’을 넘어 실천의 ‘현장’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4) 본
 발제문은 하태욱 외(2008). ‘비인가 대안교육 현장 여행 교육과정의 비판적 성찰’을 기반으로 2014년 10월 <대안교
육연대>와 <복음신대 대안교육연구소>가 함께 조사한 ‘대안교육연대 소속 비인가 대안교육현장 해외이동학습 현황조
사’를 분석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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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동양의 예도 풍부하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난 공자의 주유천하나 신라의 화랑들이
심신수련을 위해 심산유곡을 여행했다는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현대에 들어서도 여행은 더욱 중요한 교육적 수단으로 이용된다. 학교에서 떠나는 각종 소풍과 수
련회, 수학여행부터 이제는 대학생들의 필수코스가 되어버린 어학연수까지 교육과 여행의 결합은 다양
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행이 우리 주변에서 흔해질수록 성찰적 가치로서의 여
행보다는 관광과 레저로서의 여행이 큰 비중이 되고 있다. 몇 년 전 뉴스의 한 꼭지를 크게 차지했던 고
교생 중국 수학여행 매매춘 파문 같은 극단적 예를 들지 않아도, 학교에서 행해지는 공적 ‘행사’로서 여
행은 상당부분 그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잃고 일상적인 또 하나의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교육에 대한 비판적 극복으로서 대안교육 현장 역시 여행을 그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단순한 지식교육에서 탈피해서 삶과 밀착된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아이들의 흥
미를 자극해 동기유발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좋은 소재인 여행은 대안교육 현장들이 자신들의 교
육철학을 펼치기에 매우 좋은 마당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교육 내부에서도 여행이 다른 커리큘럼
들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일회적 행사로 때워지는 현상들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목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여행을 준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욕구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앞에
서 잦아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교육 현장들은 어떻게 여행을 꾸려가고 있는지 서로의 사례를
살피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 역시 부족하다. 특히 해외이동학습의 경우 많은 대안교육현장들이 개
별적으로 해외이동학습을 위한 프로그램과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음에도 그 내용들이 함께 공유되거
나 그 의미망이 학문적으로 해석되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비인가 대안교육현장들은 공교육이 갖고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들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구조적 유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욱 크다.
이런 현장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된 본 연구는 현재 비인가 대안교육현장들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행
을 통한 각종 교육과정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집 정리하고, 그것이 가진 교육적 의미를 밝혀보려고 한
다. 또한 여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몇몇 현장의 사례들을 통해 여행 교육과정의 모델을 발굴하
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여행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할 때 흔히 ‘아이들은 길 위에서 자란다’고 표현한다. 진정 우리의 아이들
은 길 위에서 자라고 있는가? 아이들은 길 위에서 자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검증될 수 없는 것인
가? 길 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더 큰 성장의 계기를 줄 방법은 없을까? 특히 해외이동학습과 관련해
서 아이들은 정말로 글로벌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여행
교과과정과 맞닥뜨려 갖게 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해보려는 시도이다. 현장의 요구와 교육학적 이론
이 맞닿을 때 교육적 성취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의 목적
비인가 대안교육현장이 공교육과 비교하여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유연한 교과과정의 편
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안교육 현장에서의 여행은 매너리즘에 빠져 매년 연례행사로서 치러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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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수학여행이나 소풍과 달리 매우 창의적으로 기획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더구나 가족들
과 함께 떠나는 사적인 여행과는 달리 또래들과 함께 생활해야하는 여행은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대안
교육의 교육철학을 그 어떤 교육방법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체험을 통해 배우는 학습방법은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다른 세계를 이
해하고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내적 성찰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육적 성취를 이뤄낼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여행을 활
용하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물론 여행의 양태는 초중등별로, 그리고 학교의 활용도에 따
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초등 현장들의 경우 대상자의 특
성을 감안 대부분 단기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등 현장들은 기간과 장소 선정이 매우 다양
하다. 이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해외이동학습 역시 중등 현장들의 사례가 수집되고 분석된 것이다.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자면 대안교육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행 교과과정들은
몇 가지 종류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초등은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것과 학년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또한 주제별로는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이해와 만남을 중요시하는 관계맺음의 두 가지 측면
으로 대별될 수 있다. 중등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 2박 3일부터 6개월까지 대안학교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의 묘를 적극적으로 살려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도보-하이킹 여행, 생태기행, 교류 및 나눔, 역사문화답사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여행이라는 유용한 교육방법을 놓고 매우 다양한 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축적이나 성장을 위한 노력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더구나 그 대상을 해외이동학습으로 좁
히면 2007년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 펴낸 ‘대안학교 해외이동 학습에 대한 기초 연구’만이 중등 현장
네 곳의 해외이동 학습을 대상으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유일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는 다르다. 전체 교육과정의 맥락 속에서 학교의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적 시도
로서의 여행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세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의식들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비인가 대안교육현장들의 해외
이동학습을 조사하고 그 특성들을 분석하며 글로벌시민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물론 이
연구는 비인가 대안교육현장들이 실천하고있는 각각의 해외이동학습에 대한 세밀한 연구라기 보다는 기
초자료분석에 불과하다. 앞으로 개별 학습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대상
본 연구는 교육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접근이라기보다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대해
분석과 제언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여행 교육과정에 밀착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연구를 위해 우선 대안교육연대와 공동으로 이 단체의 소속 56개 비인가 대안교육현장에 해외이동
학습에 대한 질문지를 보냈다. 이에 응답한 11개 현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비인가 대안교육현장에
서 진행하고 있는 대안교육의 해외이동학습이 글로벌시민교육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살펴보고자

분과 패널 1│해외이동학습을 통한 비인가 대안교육현장의 글로벌시민교육

123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했다. 응답 현장들은 금산간디중, 금산간디고,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1,2차), 느티울행복한 학교, 불이학
교, 지혜학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성장학교 별 (1,2차), 꿈틀학교(1,2차), 제천간디학교, 샨티학교로 모두
11개 현장이며 14개의 여행이다.
이에 더불어 두 세 개 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물들을 조사함으로써 사례연구를 기획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 연구는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에 한정하고 이 부분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놓게 되
었다.

Ⅱ. 비인가 대안교육현장들의 해외이동학습 조사분석
앞서 언급한 대로 연구의 대상이 된 11개 현장들은 모두 중등과정이다. 조사된 내용을 우선 표로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산간디고

금산간디중

2

2

2. 규모

학생 24명/교사 2명

학생 12명/교사 1명

3. 시기

매년 12월~1월

1, 2학기 12명씩 분반으로 학기 초 또는 방학

4. 기간

8주

4개월

5. 이동국가

호주,인도,네팔,라오스,태국 中1

필리핀

6. 협력기관

현지코디네이터, 자체준비

필리핀 깔리까산 에듀케이션 센터
(필리핀 간디학교)

7. 이동경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동 획일화된 동선 설명
어려움

필리핀 네그로스 두마게티 발렌시아

1. 해당학년

8.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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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이 자아탐색과 자기발견 과정으
로 연결되고, 그 연결점에 해외이동학습이 놓여
있어서 여러 경험을 갖도록 한다.
1. 여행: 타 문화에 대한 이해, 감성적인 경험
2. 봉사: 해외에서의 봉사 경험을 통한 사람들
과의 만남
3. 체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배움을 얻음. 자기발견에 대한 동기.
4. 교류: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을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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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ducation : 다른 문화권에서의 생활
을 바탕으로 체험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넓혀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마련한다.
①자연과 문화체험 : 한국과는 다른 필리핀 문
화를 경험하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②나눔과 돌봄 : 생활과 기억을 서로 나누며 같
은 공간에서 나와 너, 우리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본다.
③외국어 학습: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 소양으로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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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내용

1. 여행: 아이들이 여행지를 선택하고 숙박을 비
롯한 여행 일정을 만들고 실행.
2. 봉사: 라오스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지도하고
시골학교 벽 페인트 칠 등/인도 캘커타 마더데
레사 하우스에서의 봉사 등
3. 체험: 태국 시사아속 공동체, 인도 생명누리
공동체 등에서 생활
4.교류: 네팔 홈스테이를 통한 교류, 라오스 학
교와의 교류 등.
5. 기타: 호주에서의 영어 학습, 네팔 트래킹 등

--영어, 필리필 문화, 홈스테이, 여행 진행
--필리핀 사진&영상 기록
--사진, 엽서, 신문 전시
--필리핀 기록물: 일기, 일지, 개인 기록 등
--인터뷰 또는 스토리텔링: 필리핀 교사, 필리
핀 직원들, 필리핀 홈스테이 가족들
--또래친구 만나는 것을 기획하고 확대하기
--어촌에서의 긴 홈스테이
--지속적인 마을프로그램 기획
--필리핀 사람들 홈스테이 가족과 친구들 등을
초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해외이동학습 도중에 계속 회의와 소통을 하 금산간디학교와 산청간디학교 연합발표회
고, 다녀온 직후 모두가 평가하는 시간을 갖 공동자료집을 제작하고 발표회 때 영상, 전시,
발표, 연극, 공연 등
는다.
10. 이동학습 후
후속작업 (발표 --매년 해외이동학습을 다녀오면 전시회를 겸
한 발표회를 전교생 앞에서 연다.
회, 전시회, 자료
--해외 체류 중 매일 일지를 작성한다.
집 등)
--준비부터 마무리 평가까지 집대성한 자료집
을 발간

구 분

비인가대안교육현장
꿈꾸는 학교

꿈꾸는 학교

3년차

3년차

2. 규모

학생 5~9명/교사2 명

학생 4~6 명 교사 2명

3. 시기

10월 말 ~ 11월 초

10말~11월 초

4. 기간

15일

15일

라오스

라오스

1. 해당학년

5. 이동국가
6. 협력기관

7. 이동경로

라오스에서 ‘푸른 하늘 배움터’를 운영하고 계
라오스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는 한국인 교
신 선생님과 연계
장선생님
- 현지 코디네이터 및 나눔 활동 안내
직항

2014년) 인천 출발 - 비엔티안 도착 - 비엔티
안 주의 푸앙마을에서 10일간 활동 - 방비엔 비엔티안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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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
세계 시민주의라는 관점에서 인종,민족,가난 등
차별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
으로 나눔활동은 평등함을 실천하는 우리의 가
치임을 이해.
낯선이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보고 그 과정
에서 서로에 대한 환대의 중요성 이해.

1. 지난 3년간의 배움들을 되돌아보고, 나눔 활
동과 나눔 여행에 대해 돌아보기
- 3년간의 모아온 우리의 고민의 씨앗들을 꽃
봉오리로 키워온 지난 시간들... 그리고 이제 우
리에게 다가오는 만개의 순간들을 만들어가기
2. 공감하기, 이해하기, 소통하기, 다가가기
- 공감하기, 이해하기, 소통하기, 다가가기
(공.이. 소.다)의 해외편. 라오스 친구들, 마을 분
들과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다가갈 수 있을
지. 낯선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만남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소중히 담아낼 수
있을지. 친구의 집에 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실천하기
3. 진심을 담은 우리의 나눔 활동 이어가기!
- 진심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나눔 여행 전,
후 우리는 어떤 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진심
을 담아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자
우리~!! (나눔 여행 후 후속 활동)

나눔활동 : 1. 노동- 학교 건물 페인트 칠, 농사
일 돕기
2. 공감- 라오스 학교 수업시간에 참여해서 라
오스 말 배우기,
축구.피구 등 운동하면서 교감하기, 다양한 놀
이, 사진작업으로 라오스 친구들에게 추억남겨
주기
3.스토리텔링- 코이카 단원이나 해외 활동을
하는 분들과 만나 그 분들의 경험과 철학에 대
해 이야기 나누기
4. 놀기- 3~4일 정도 관광

1. 라오스어 배우기 : 한 나라의 말을 배운다는
것,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따스함과 공감을
담은 언어의 소중함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 보
기, 언어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기
2. 여행 경비 모으기 : 단순한 돈을 모으는 활동
이 아닌!! 우리들의 나눔 활동의 의미를 잘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3. 라오스 여행 준비 : 라오스에 대한 발표를 준
비하며 자료정리하고,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힘
기르기!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여행 그 안
에 담긴 설렘과 도전의 이야기들을 담기
4. 나눔여행 :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기 : 라오스 푸앙마을의
일원이 되어 페인트칠, 벼 베기 등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마을일 하기, 마을 분들과 함께하
는 소박한 마을 잔치를 준비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 유치원 주변 곳곳
을 찾아서 청소하고 예쁘게 꾸미기,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또는
추억의 놀이를 준비해서 함께하면서 라오스
의 놀이 문화도 배우기
--푸앙 마을에 사는 분들과 친구가 되기 : 라오
스 마을 분들과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열
심히 배운 라오스어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또 하나의 친구이자 추억이 되는
것
5. 나눔 여행 이후 : 우리의 나눔 여행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 선
물 전달하기~!!, 여행의 순간들을 우리의 말과
글, 사진과 함께 여행 자료집 출판.
6. 나눔 활동 이어가기 : 다문화 가족 관련된 나
눔 활동 - 결혼이민지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과 할 수 있는 나눔 활동 알아보기

8. 교육목표

9.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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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동학습 후
여행 후 1주일간 아이들이 준비하여 여행발표 여행 발표회 - 11월 22일
후속작업 (발표
여행 자료집 출판
회
회, 전시회,자료
학습 발표회 - 12월 13일
나눔여행학습 자료집 발간
집 등)

비인가대안교육현장
구 분

느티울행복한학교
(비정기적 해외이동학습)

불이학교(비정기적 해외이동학습)

고등1년

3학년

2. 규모

학생 7 명/교사 2명

학생 20 명/교사2~3 명

3. 시기

10월중순~12월 초순 (매해 여행지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0월

4. 기간

30일~45일

5주 안팎

매년 다른 곳을 감( 1회.:독일, 프랑스 2회: 일본,
중국 3회: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크)

인도, 네팔

1. 해당학년

5. 이동국가

에스페란토 각 나라 그룹들

1. 생명누리 인도지부- 인도내 마을 개발센터 활
동 연계 (숙식과 방과후 수업 진행 장소 제공)
2. 인도 다람살라 호프센터- 프리티벳 콘서트 진
행 도움, 티벳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
실 진행 도움, 티벳 망명자들과의 만남 주선
3. 네팔 카트만두 밥퍼 공동체 - 자원 봉사
4. 네팔 타파탈리 빈민교회 - 자원 봉사와 방과
후 교실 진행 도움

항공편이용, 여행지에서는 대중교통이용

7. 이동경로

해마다 조금씩 다름.
1차 평화여행 : 인도 벵갈로르- 마넴빨리 - 함
피- 하이데라바드-아그라-바라나시-델리-다람
살라-델리-귀국
2차 평화여행 : 인도 델리 - 다람살라- 아그라
- 바라나시 - 소나울리 - 네팔 포카라
안나푸르나 트레킹 - 카트만두- 귀국
3차 평화여행 : 2차와 일정은 같지만 기간이 조
금 더 연장.

8. 교육목표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나서 3년째 되는 해에 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실천적
외이동학습으로 진행되는 에스페란토평화여행
인 봉사활동을 경험.
임)
에스페란토 그룹들 만남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읽 --여행을 통해 사람, 자연과 만나며 넓고 깊은
인간관과 세계관을 고양.
기와 에스페란토 언어의 우정과 평화에 대해 몸
--‘신의 나라’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보고 느끼고
으로 만나기,
체험.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외국의 청소년
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의 여행이 아주 작지만 그 곳 사람들의 삶
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우리의 여행은 그 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
화를 존중하는 공존여행
--우리의 여행은 일상의 불편함을 참아내고 새
로운 환경이 주는 소소한 기쁨을 발견
--우리의 여행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
력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
을 기울이는 지난 2년간의 평화여행의 결실.

6.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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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내용

--준비학습1 (역사, 지리, 문화, 예술 등을 중심으 1. 방과 후 교실
---인도와 네팔의 어린이들에게 방과후 교실 수
로 각 나라들에 대한 이해)
업을 직접 해봄으로써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
--준비학습2 (에스페란토 집중수업)
을 경험해 봄
--준비학습3 (해외이동학습 자기계획서 세우기)
--준비학습4 ( 개인공연, 집단공연 준비, 준비물 --팀별로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 서
로 협력하고 협동하며 준비정신을 배움
점검)
--가난하지만 밝고 순진한 아이들을 보며 자신
의 삶을 되돌아보려함
--2. 프리티벳 캠페인과 콘서트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한 티벳인들의 노력
에 작은 도움
--평화를 찾기 위한 그들의 평화로운 노력을 보
면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는 깨달음을 얻고자 함
3. 히말라야 트레킹

10. 이동학습
후 후속작업
(발표회, 전
시회, 자료집
등)

--여행을 마치고 (여행책만들기, 영상작업, 사진 후배들에게 일일 평화수업 -인도와 네팔에서 배
첩작업, 여행발표회)
운 평화를 후배들에게 교육
인도의 날 행사 -인도와 네팔의 문화를 알리고
다 같이 즐기는 날
자료집 발간- 일기, 사진 등등을 모아 문집으로
엮음
동영상 제작 - 여행기 이야기를 엮어 학교 축제
때 발표

비인가대안교육현장

구 분

지혜학교

푸른숲발도르프

4(고1)

11

2. 규모

학생 20 명 내외(그 학년 전원) /교사 2~3명

학생 4명/교사 1명

3. 시기

10월 초~11월 초

6월 중순

4. 기간

3주

42일

5. 이동국가

네팔

네팔과 인도

1. 해당학년

6. 협력기관
7. 이동경로

인천공항-광주-카트만두-포카라-폐와호-안 카투만두->포카라->델리->다람살라->스리나
나푸르나-뻘벋-룸비니-카트만두-광주-인천 가르->소남마르그->레->마날리->아그라->
델리
공항

8. 교육목표

1. 나 찾기
히말라야 트레킹을 중심으로 하여 자아를 찾아
2. 적극성
나가는 여행
3. 계획성

9.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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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어브로드(해외 봉사연결팀)

트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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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다른 국적
의 또래의 학생들과 협력하여 봉사
2. 세계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치며
교류하기.
3. 함께 하는 친구들과 무엇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공동체의 기본 체득하기
4. 정해진 금액으로 생활하기
5. 개별로 하루 생활해보기
6. 매일 하루 돌아보며 일지 쓰기

제15차 연례학술대회

10. 이동학습 후
후속작업 (발표 자료집 제작
회, 전시회, 자료 다큐멘터리 제작과 상영
집 등)

1. 발표회-상급 학생들과
- 부모님들
2. 자료집-간단히(계획과 일지, 사진)

비인가대안교육현장

구 분

성장학교 별
14~18세
(무학년제)

14~18세
(무학년제)

2.규모

학생 9명/교사 2명

학생 9명/교사 2명

3.시기

2010년 8월초

2012년 8월초

4.기간

8일

5일

5.이동국가

일본

일본

6.협력기관

아름다운 재단

-

1.해당학년

7.이동경로

서울 – 부산 – 오사카 – 나라 – 교토 – 고
서울 – 도쿄 - 서울
베 – 오사카 – 부산 - 서울

8.교육목표

1) 한일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작성
(1) 공정여행 10계명을 충실히 따를 것
할 수 있다.
(2) 한일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것
2) 주도적으로 모둠별 담당 지역의 이동계획을
(3) 일본의 대안학교와 교류할 것
짜고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여행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공유할 것
(5) 모든 기획과 계획을 참여 청소년들이 민주 3)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인과 대화를 통해 세
적으로 결정하고 교사는 필요할 경우에만 도움 계인의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
4) 1인 1역할 기여 활동하기를 통해 여행에서
을줄것
자존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 일본 대안학교 학생들과 문화 교류활동 5가
지
(한복/기모노, 한지/화지, 양국 간식, 언어 익스
체인지, 게임, 인터넷 문화 등) 이상 실시하기
▶ 별도공 조선통신사 활동을 영상, 문집으로
제작, 발표하기
▶ 공정여행 10개명 지키기 체크리스트 만들어
매일 7개 이상 지키기, 평가회

9.교육내용

(1) 1일차
● 일본 도착, 토야마공원
● 출국 심사서 작성하기, 한국 거리와 일본 거
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아보기
(2) 2일차
● 도쿄 디즈니 시 여행
● 일본인 친구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편
지쓰기, 에버랜드와 디즈니 시의 공통점과 차
이점 알아보기
(3) 3일차
● 지브리 미술관, 야마모토 유조 기념관, 신주
쿠 다카시마야 타임즈 스퀘어
● 일본인 친구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편
지쓰기, 지브리 미술관과 한국 미술관의 공통
점과 차이점 알아보기, 광고 만들기, 건물 그리
기
(4) 4일차
● 하라주쿠 여행 / 쇼핑, 일본 출국
● 별의 일본 원정기 쓰기

1 0 .이동학습 후 아름다운재단 사업결과 발표회에서 프레젠테 귀국 후 사후평가학습(여행사진 감상 및 토론)
후속작업 (발표 이션(5분) 및 영상 발표
회, 전시회, 자료 아름다운재단에서 문집 제작
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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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대안교육현장

구 분
1. 해당학년

꿈틀학교
2

2

2. 규모

학생 8명/교사 2명

학생 8명/교사 3명

3. 시기

1월~2월 중

1월~2월 중

4. 기간

약 15일

약 15일

라오스, 태국

네팔(중국경유)

5. 이동국가

6. 협력기관

포씨초등학교(학생교류 프로그램 진행-바람 품청소년문화공동체 연계(현지 마을 연결)
개비, 비누방울, 페이스페인팅, 만다라그리기, 서울 품(네팔에 대한 문화, 네팔어 등 기초 학습
미술놀이수업, 작은 운동회, 학교 미화작업- 진행)
도색작업 등)

7. 이동경로

비엔티안-방비엔-시엥쾅-루앙프라방-치앙 인천-중국(성도)-네팔(베시마을)-중국(성도)-인
마이-방콕
천

8. 교육목표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받아들이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아성장하기
세상의 많은 사람을 만나기, 아름다운 것들 보 만나는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기
함께 의지하며 서로 더 친해지기
용기내고 도전하기

9. 교육내용

대통령궁, 사원, 여러 도시와 박물관 견학을
통한 다양한 문화 이해하기
탐낭동굴, 쏭강 방문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
관 직접 보고 느끼기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바람개비, 비
누방울, 페이스페인팅, 만다라그리기, 미술놀
이수업, 작은 운동회)을 포씨초등학교 아이들
과 직접 소통하고 학교 미화작업을 통해 도움
의 손길 나누기
개인이 계획한 개인프로젝트 수행하기

10. 이동학습 후
후속작업 (발표
회, 전시회, 자료
집 등)

발표회
해외 이동학습은 졸업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졸업식에서 발표. 개인프로젝트는 노래 만들기, 그림
으로 그려 발표하기, 이야기 만들기 자신이 졸업프로젝트 중 계획하고 조사한 것들을 발표. 각자
느낀 느낌과 생각,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

비인가대안교육현장

구 분

제천간디(비정기적 해외이동학습)

1. 해당학년

고1

2. 규모

학생 20명 내외 /교사 2 명 코디네이터 1명

3. 시기

5월 중순

4. 기간

6주

5. 이동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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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과의 문화 교류하기
베시마을(네팔)을 방문하여 초등학교 학생들과
프로그램(현수막그리기, 미화활동, 작은 운동회,
음악수업 등)진행하기
홈스테이를 통한 현지인과 문화교류 및 체험활
동
네팔의 문화유적이나 박물관 견학

필리핀

6. 협력기관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
여행코디(프로그램과 현지 단체와 일정 등 조율)

7. 이동경로

필리핀 마닐라- 바공실랑안(빈민지역) - 이푸가오(계단식논)- 두마게띠(자매학교)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8. 교육목표

평화여행을 통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구현하는 활동을 한다. (지향점)
공정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와 지속가능한 소통, 문화·자연체험, 교류, 연대활동을 한다. (형태)
필리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며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는 한편 여행을 통해 자
신을 성찰하고 서로 조율·공감하는 힘을 키운다.(내용)
1) 마닐라- 필리핀 오리엔테이션 및 적응 기간

숙소

아시안
브릿지 인
필리핀

기간

프로그램

3박 4일

`필리핀 오리엔테이션 + 데니스 머피 강의(필리핀
도시빈민 협회)
마가티(필리핀의 강남)와 아얄라 박물관(개인 가문
소유의 엄청난 박물관)
커뮤니티 지도 만들기(아시안브릿지가 위치한 마을
지도 그리기)

2) 바공실랑안- 필리핀 빈민들의 삶

숙소

9. 교육내용

홈스테이

기간

프로그램

7박 8일

일일교사 (시티오 바깔, 바카스·Area C)-풍물공
연 및 체험/ 종이 접기/ 한국 노래 부르기
연대활동 (테이블 만들기·급식활동·맹그로브와
과실나무 심기)
교류활동 (인터뷰·BSYF와 마음나누기·문화축제)

3) 키앙안- 이푸가오 전통·사람· 계단식 논과의 만남

숙소

홈스테이

기간

프로그램

8박 9일

일일교사(키앙안 초등학교, 나가카단 초등학교)
종이 접기/ 치약 만들기/ 팝업 카드 만들기/ 축구
연대활동(아시아 평화도서관 책 등록 및 걸개그
림, 나가카단 도서관 보수활동, 추수돕기, 나무심
기)
교류활동(가계도 그리기, 체험 삶의 현장·인터
뷰, 시트모와 소풍)

4) 바타드- 계단식 논 복원 및 자연체험
5) 탐아완 예술마을- 예술 워크샵
6) 두마게띠- 필리핀 문화 워크샵 및 자유여행/ 전체 해외이동학습 정리 및 평가
10. 이동학습 후
후속작업 (발표
회, 전시회, 자료
집 등)

구 분
1. 해당학년

발표회- 필리핀 현지에서 학생들이 준비하여 필요한 재료 등 구입, 준비하여 진행
전체 일정 및 소감 발표/워크샵에서 배운 춤 공연/필리핀 음식 만들어 판매 후 수익금 기부
평화 프로젝트- 필리핀 해외이동학습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평화에 대해 한 학기 프로젝트 수업
을 통해 구현

비인가대안교육현장
샨티학교(정기적인 해외이동학습)
2,4,5년

2 .규모

학생 30 명/교사 5명

3. 시기

2학기/9월중순~11월중순

4. 기간

50~57일

5. 이동국가

스페인 산티아고순례길(파리경유), 인도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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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력기관

인도소풍(공항픽업,예매대행), 파리 로뎀의집(파리가이드,숙박), 티벳호프센터(현지 가이드)

7. 이동경로

*스페인산티아고길 : 파리-스페인 산티아고순례길-마드리드
*인도 네팔：북인도-바라나시-네팔 트레킹

8. 교육목표

여행을 통한 소통, 교류, 도전정신을 기르고 너른 품성을 키운다.

9. 교육내용

* 산티아고길 : 800키로를 걸으며 길위에서 세상과 만나다. 나 자신의 한계극복하기, 걷는다는
일상의 단순한 즐거움, 지구력기르기, 지구마을인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만남, 공동체성 기르기
* 인도,네팔 : 인도티벳난민 자원봉사, 히말라야트레킹, 나와 너, 우리들의 만남속에서 공동체성
기르기

10. 이동학습 후
후속작업 (발표
* 사진, 영상물, 에세이등의 학생발표회를 갖고 자료집을 출간한다.
회, 전시회, 자료
집 등)

조사된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이동학습을 정기적으로 하는 현장들과
일회적으로 하는 현장들이 나뉘었다. 주로 학교태가 강한 현장들은 특정학년에 고정된 교육과정으로 해
외이동학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태가 덜하거나 소규모인 현장들의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필요
와 여건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재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들
이 철학적 재정적 후원을 하는 가치형 대안교육현장의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매년 운영할 수 있는데 반
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대안교육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도시형 현장의 경우는 응모사업이나 모
금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매년 이를 시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해외이동학습을 하는 연령대는 중등과정에서도 대체적으로 입학한지 1~2년이 지난 중간단계의 학년
들이었다. 물론 무학년 통합학년제를 운영하는 현장들의 경우는 전체가 가기도 하지만 그 중에도 2~3년
차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많은 비인가 대안교육현장들이 교육과정을 ‘자기
이해-세상이해-진로탐색’의 세 단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해의 단계에서 자기이해를 마치고
자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상이해의 기회로서 해외이동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이와
연계하여 한 학년 전체(혹은 분반)의 규모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나 기간은 현지의 사정이나 예산, 개별 학교의 섭외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공통점
이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안교육현장들이 해외이동학습과 관련해서 여전히 다양한 내
용과 형식들을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양성과 실험성, 자율성이 가능한 것은 앞서도 지
적한 바 비인가 대안교육이 국정교과과정이나 관료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대안교육법제화와 연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의 내용들을 시사하
고 있는 부분이다.
대상지의 경우 대부분의 현장들이 인도, 네팔, 필리핀,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를 대상지로 선택하고
있었는데 이는 거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
으로는 대안교육현장들의 대부분이 ‘평화’를 중요한 교육철학으로 삼고 있으면서 ‘아시아평화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아시아 알기에 방점을 찍은 까닭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주목되는
사례는 느티울행복한학교의 해외이동학습이다. 느티울행복한학교는 영어중심주의의 우리 사회에 비판적
인 시각과 소통의 중요성을 동시해 고려하면서 에스페란토어를 교육과정으로 채택해왔다. 이런 맥락속
에서 이 학교는 에스페란토어 학습과 연계하여 3년차 학생들이 매년 다른 곳의 에스페란토 공동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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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것으로 해외이동학습을 진행한다. 물론, 언어를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삼지 않더라도 방문국의
문화나 역사, 사회에 대한 이해는 해외이동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된다. 따라서 방문 전후의 학습
이 실제 방문에서 이뤄지는 학습과 밀접하게 관계맺어지고 있었다.
해외이동학습의 목표는 대략 네가지 정도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자립이다. 국내여행에 비
해 더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여행을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전 교육과정에서
의도되었던 ‘자기이해’가 완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공동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체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문지와 공동체
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 함께 일정기간동안 여행하는 급우들과 기획부터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
서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라면, 방문지의 현지인들과 만나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
를 이해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기이해가 세상이해로 확장되는 경험을 의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눔과 돌봄의 과정이다. 대부분의 대안교육현장들이 개인의 부귀영달보다는 나눔이나 돌봄, 평화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해외이동학습 역시 인지적 학습보다 가치적 학습에 중심을 두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현지인 접촉을 통해 가치를 실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는 글로벌시민으로서의 성장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교육목표는 모두 이 마지막 목표로 수렴된
다. 방문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소양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천간디학교의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다. 올해 해외이동학습의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개편한 제천간디학교는 방문 이후
에도 방문지에 대한 학습을 이어가면서 이를 평화프로젝트로 확산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을 공정여행
청년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진행함으로써 학교가 울타리를 넘어 시민사회 영역과 협력관계를 만들고 이
를 교육으로 풀어내는 사례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Ⅲ. 나오는 글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인가 대안교육현장들은 공교육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실험적인 교
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혁신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공교육 개혁의
실천들이 대안교육의 검증된 실험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대안교육이 보다 책임성을 갖고
교육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이동학습 역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
다. 이번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단순히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일차적인 분류와 분석만을 하는
데 그쳤으나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런 연구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외
이동학습이 보다 정교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분과 패널 1│해외이동학습을 통한 비인가 대안교육현장의 글로벌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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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1

고등교육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김윤철(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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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1

글로벌시민교육 교사연수의 실제
이양숙(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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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
좌장 : 이기호(한신대)
토론 : 나윤경(연세대)

김기현 (부천YMCA)

글로벌 시민교육, 시민사회 사례 “Local to Local”
김해성 (지구촌나눔재단)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글로벌시민교육
장미정 (환경교육센터)

한국 시민사회(NGO)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과 사례
김찬호 (前 5.18기념재단)

아시아 시민사회활동가 교육의 성과와 의미

분과패널 2

글로벌 시민교육, 시민사회 사례
“Local to Local”
김기현(부천YMCA)

글로벌 시민교육, 시민사회 사례

“Local to Local”

한국Y연맹 ‘라온아띠’와

부천-가와사키 청소년 교류 ‘하나(HaNa)’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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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 청년국제자원활동 “라온아띠” 프로그램

Friends of Asia

아시아적 감수성

1. 한국YMCA전국연맹 소개
한국YMCA에는 65개 지역 YMCA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청소년과 대학생의
지역사회 평화실천

꿈꾸는 젊은이
함께 가꾸는 지역사회
평화로운 지구촌

자치와 협동의
지역사회 만들기

연대와 나눔을 통한
평화로운
지구촌 만들기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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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온아띠 소개
2-1. 프로그램의 목적
라온아띠는 아시아 지역사회와의 구체적인 과제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연대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아시아를 꿈꾸는 한국 대학생 해외봉사단 입니다.
+ 지속 가능한 아시아적 연대를 꿈꿉니다.
+아시아적 감수성을 가진
한국사회 청년 지도력을 키웁니다.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기업(KB국민은행)과 시민사회(한국YMCA)의 파
트너십 모델을 완성합니다.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2. 라온아띠 소개
2-2.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 발자취 : 2008년 1기 50명,
2009년 2기 45명,
2010년 상반기 3기 30명, 하반기 4기 30명
2011년 상반기 5기 30명, 하반기 6기 30명
2012년 상반기 7기 30명, 하반기 8기 30명
2013년 상반기 9기 30명, 하반기 10기 30명
2014년 상반기 11기 30명, 하반기 12기 30명 파견
(총 395명)
프로그램 대상자 : 국내 혹은 국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대학생
파견인원 구성 : 2팀 5명 (남2명, 여3명) / 5팀 4명(남2명,여3명)
파견국가 : (8기 이 후) 아시아 7개 국가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파견기간 : 국내훈련 1개월, 국제자원활동 5개월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분과패널 2│글로벌 시민교육, 시민사회 사례 “Local to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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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온아띠 소개
2-3.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1)단원 선발 (12기 기준)

1차 서류전형
2014. 5. 8~
2014. 6. 10
전체 지원자 1,817명 중
110명 선발

2차 심층 면접심사
2014. 6. 25~
2014. 6. 26
110명 중 30명 선발
(카페형 면접)

라온아띠 12기 단원
최종 30명 선발
2014. 6. 30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2. 라온아띠 소개
2-3.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1) 면접심사 : 카페형 면접 시도 (충분한 대화와 솔직한 자기표현의 기회제공)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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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온아띠 소개
2-3.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2)국내훈련 (1개월)

1차전체국내훈련
2차전체국내훈련
3

차
팀별국내훈련

목적 : 몸 만들기 마음 만들기
기간: 1박 2일

목적: 아시아 시민사회와 국제자원활동(IVS)의 이해
기간: 7박 8일

목적: 지역NGO 인턴십
기간: 3주
장소: 지역 YMCA 및 NGO, 복지기관, 시민단체 등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2. 라온아띠 소개
2-3.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2)국내훈련 (전체훈련)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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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온아띠 소개
2-4. 라온아띠 청년상
1)
2)
3)
4)
5)

아시아적 감수성을 가진 청년
아시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청년
‘다름’을 이해하는 열린 청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청년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청년

2-5. 라온아띠 실천강령
1)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
2) 자신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국제 활동을 만들고 참여한다.
3)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4) YMCA, 협동조합 등 지역단체에 가입해 활동한다.
5)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든다.
6) 아시아 감수성을 다른 청년들과 공유한다.
7) 한국 속의 아시아를 찾아간다.
8) 주변사람을 경쟁자가 아닌 친구와 이웃으로 만든다.
9)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약속을 지킨다.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2. 라온아띠 소개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2-6. 국가/지역 구성

베트남-호치민
스리랑카-모라투와, 칼라
방글라데시-비리시리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베트남-호치민
스리랑카-모라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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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양곤
인도-뭄바이
동남아시아중심에서 서남아시아로
6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장

동티모르-딜리

캄보디아-시엠립

캄보디아-시엠립

태국-산캄펭

태국-산캄펭

필리핀-상파블로시티

필리핀-팡가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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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온아띠 소개
2-7. 세부활동내용
+국제자원활동 (5개월)

2014. 2.18
발대식

2014. 3. 4 ~ 6
출국 전
최종 정리캠프

2014. 4. 1~
2014. 7. 27
현지활동 및
프로젝트 수행

2014 . 5. 15~
중간평가 방문

2014.3. 6 ~ 31
2014. 3. 6
출국

현지 도착 오리엔테이션 및
적응 기간

2014. 7. 28 ~ 8. 3
현지활동 정리
및 평가

2014. 8. 5
귀국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2. 라온아띠 소개
2-7. 세부활동내용
+중간평가 :
라온아띠 현지 활동 5개월의 중간 시점에 현재까지의 활동을 단원들로부터 보고받고, 앞으로
의 활동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민은행 관계자와 한국YMCA 스텝이 현지로 찾아가는 시간.
각 팀의 활동 지역을 방문하고 현지 코디네이터를 직접 만남으로서 주관 기관들의 프로그램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단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함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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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온아띠 소개
2-7. 세부사업내용 및 활동내용
+귀국보고회 및 귀국캠프(2박3일)
1차. 각 해당 국내 지역으로 찾아가 지역별 귀국보고회 가짐
2차. 전체 7개 팀이 모두 모여서 전체 귀국 보고회 가짐 (국민은행과 한국 시민사회에 공유)
3차. 귀국단원들만의 힐링 캠프 진행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2. 라온아띠 소개
2-7. 세부사업내용 및 활동내용
팀 별 지역 & 기수 서울 귀국보고회

<라온아띠8기 사진전>

Friends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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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온아띠 소개
2-7. 세부사업내용 및 활동내용
팀별 지역 & 기수 서울 귀국보고회

<토크콘서트 : 라온아띠 귀국단원들에게 듣는 “협동하며 살아가는 청년”>

Friends of Asia

2. 라온아띠 소개
2-7. 세부사업내용 및 활동내용
팀별 지역 & 기수 서울 귀국보고회

<청춘, 춤추고 노래하라 : 라온아띠8기 현지 전통 공연>

Friends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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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온아띠 소개
2-7 세부사업내용 및 활동내용
+후속활동 : 공동 캠페인 : 350PPM환경캠페인(6월)
공동캠페인 세계빈곤퇴치캠페인(10월)
홈커밍데이 (2월/8월)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2. 라온아띠 소개
2-7. 세부사업내용 및 활동내용
+후속활동 : 지역별, 관심별 소모임 활동
소모임 명

활동

1

라온아띠 뉴스레터 제작팀
<아, 좋다>

라온아띠 귀국단원을 대상으로 라온아띠 현장 및 귀국단원 소식
그리고 아시아 뉴스들을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전달하는 소모임.

2

라온아띠 밴드
<라밴다>

음악을 좋아하는 귀국단원들이 모여 밴드 연습을 하고, 정기 공
연 및 재능 기부를 하는 소모임.

3

라온아띠 워크숍 기획팀
<함께 하는 이야기>

정기적으로 라온아띠 주요 키워드(아시아, 해외자원봉사, 청년,
환경 등)와 관련된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소모임.

4

아시아 역사 연구팀

라온아띠 활동 종료 후, 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귀국단원들이 동
남아시아 11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 자료를 공유하
려는 소모임.

5

공부방 봉사활동팀
<봉일천 패밀리>

봉일천 지역 이주민 지원센터 내 다문화 공부방을 만들어 나가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소모임.

6

영어 스터디
<How Is Asia?>

영자 신문을 함께 읽으며, 라온아띠 파견 7개국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영어 토론을 하는 소모임.

7

국내 라온아띠 활동팀
<나머지 공부>

라온아띠 활동 종료 후, 라온아띠 주요 키워드와 관련하여 자체
재교육 및 관련 활동들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소모임.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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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가와사키 청소년교류회

HaNa 의 발자취
HaNa の足跡

2000년, Hana의 시작

`
2000年、Hanaの開始

富川高等学校日本研究班

‘부일연’
시청국제교류팀에

부천고등학교 일본연구반

교류가 가능한 대상의 탐색을 요청.

가자마키선생님
‘볼룬티어 워커즈’의 학생인

미나미고등학교

다카기쿠미코, 이마노유우키 및 가와사키시 공무원과 함께

부천에서

홈스테이, 교류회를

‘부일연’ 일본 가와사키,

진행.

첫 합숙

‘하나’라는 이름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며
‘하나어필’을 정함.

"ブイルヨン"
市役所国際交流チームに
交流が可能なターゲットの探索を依頼。
南高校に 風巻先生
“ボルルンチオウォコジュ”の学生
高木久美子、（）と川崎市の公務員と一緒に
富川でホームステイ、交流会を
進行。

“ブイルヨン”日本の川崎、始の合宿

"ハナ"という名前と
今後の方向性を議論し
"ハナアピール"を定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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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교류를 위해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 집의 지원을 받게 됨.
なにより幅広く、安定的な交流のためにゴリウル青少年文化の家
の支援を受けるようになる。

2004
교류회, 하나어필 일부 개정
交流会、ハナアピールの一部改正

2005
일본 후지TV에서 하나 취재
日本のフジTVで、ハナの取材

2007
하나를 소재로 한 ‘강을 건너는 사람들’ 개봉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최고상 ‘운파상’수상)
ハナを素材にした“川を渡る人々”封切る
（釜山国際映画祭ドキュメンタリー部門最高賞"ウンパサン"受賞）

교류회 진행, 처음으로 OBOG포럼 개최
交流会の進行は、初めてのOBOGフォーラムを開催。

2008
참가대상을 부천 전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으로 넓힘, 홍보활동
参加対象の富川全地域の高等学校学生に広がる、広報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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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일본 다카마도노미야상 수상,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기념식
日本”ダカマドノミヤ相”首相、駐日韓国大使館で記念式典
하나 OBOG 좌담회 개최
ハナOBOG座談会を開催

2010
하나 10주년 기념식 개최 및 기념지 발간
ハナの10周年記念式典の開催とギニョムジ発刊

2010年
한,일 병합 100주년(질의응답)
韓、日併合100周年（質疑応答）
공동교과서
共同教科書
관동대진재 (재발방지를위해 서 할 수 있는일)
関東大震災（
再発防止のため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持つ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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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겨울하나의 포럼 주제들
夏、冬のハナのフォーラムトピックス

2001年
역사교과서의 서로 다른 기술
歴史教科書のさまざまな技術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靖国神社参拝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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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
재일동포
在日同胞
월드컵 전후의 한일 관계
ワールドカップ前後の日韓関係

2003年
재일코리안의 과거, 현재, 미래
在日コリアンの過去、現在、未来
한국에 남은 일본의 흔적
韓国に残る日本の痕跡
교육 속 일본 잔재
教育の中で日本の残滓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재일코리안, 미군)
東北アジアの平和と人権（在日コリアン、米軍）
한국의 일본 문화 개방
韓国の日本文化開放
한국, 일본, 재일코리안의 상호인식
韓国、日本、在日コリアンの相互認識
고등학교생활
高校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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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
일본군 위안부 문제
日本軍慰安婦問題
한국일본 북한의 관계(역사교과서, 북한의 상황)
韓国、日本、北朝鮮の関係（歴史教科書、北朝鮮の状況）
재일코리안
在日コリアン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일본, 한국, 재일코리안의 놀이
日本、韓国、在日コリアンの遊び

2005年
한국, 일본, 북한의 협력
韓国、日本、北朝鮮の協力
역사교과서
歴史教科書
야스쿠니 신사
靖国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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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年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재일코리안
在日コリアン
천황제의 과거와 현재
天皇制の過去と現在

2007年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한중일 공동교과서와 동아시아 평화

韓中日共同の教科書と東アジアの平和

재일코리안
在日コリア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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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年
독도&다케시마
独島と竹島
한류와 혐한류, 오타쿠
韓流や嫌韓流、オタク
야스쿠니 신사와 참배문제
靖国神社の参拝問題

2009年
한일 근현대사 교과서 비교 포럼
日韓の近現代史教科書の比較のフォーラム
일본군 위안부 문제
日本軍慰安婦問題
재일 코리안의 역사와 현재 이미지
在日コリアンの歴史と現在の画像
민족교육과 조선학교
民族教育と朝鮮学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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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
한,일 병합 100주년(질의응답)
韓、日併合100周年（質疑応答）
공동교과서
共同教科書
관동대진재 (재발방지를위해 서 할 수 있는일)
関東大震災（
再発防止のため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持つこと）

HANA OBOG PROJECT
2010 SUM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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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10주년 기념식 및 기념집 출판

ハナ10周年記念式典と文集出版
2010. 8. 23

OB·OG와 함께하는 씽나는 포럼
OB·OGと一緒にする楽しいフォーラム

201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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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軍慰安婦被害者の賠償問題
쟁점 배상문제에 관해 日측과 韓측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争点 - 賠償問題について日側と韩側の立場はどう違うの？

인천 개항장 필드워크
仁川開港場のフィールドワーク

2010
10.16 ~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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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 그리고 우리
東日本大地震そして、私たち

2011
3.26 ~ 4.30

2011 여름하나 준비
2011年夏ハナの準備

2011
7.3 ~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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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도

After ‘나와 우리’
부천 - 베트남 청소년 평화캠프
부천YMCA – 하미마을, 빈 두엉 마을
파일럿 방문 : 2015.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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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2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국제이해교육
김해성(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bosinkim@naver.com)

Ⅰ. 논의 배경
1.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가속화와 대한민국의 현실

현대 사회의 변화를 특징짓는 것 중 하나는 세계화이다. 단지 국민국가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 차원을
넘어, 이제 세계의 여러 수준의 구성단위들이 이웃처럼 가까워지고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심
지어는 동질화의 모습까지 띠고 있다.
20세기 후반 가속화되기 시작한 전지구화 현상은 세계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통합성과 상
호의존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국가(nation-state)의 경계를 넘어 유통되는 자본, 인력, 정보, 문화 등의 종
류와 양이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단위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시킨다.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는 전 세계의 이민인구는 약 2.14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약 3.1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세 역시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상호의존성
과 연관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 범죄, 질병, 전쟁 등 범지구적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필요로 하
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72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 인구의 3 퍼센트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
람들이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화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2030년이면 외국인 500만 명 시대
가 다가온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합치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국제이해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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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주의와 세계시민사회 교육
세계화는 그 속성상 보편을 추구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계로 확산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추구하고 있는 비주류 지역, 비주류 문화, 비
주류 인종, 비주류 민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수많은 저항에 직
면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은 곧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맥락 속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요구하
는 다문화주의의 목소리이다. 다문화주의는 원래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 나라 안에서 시
작되었지만, 이제는 비단 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더욱 가까워진 지구촌 내에서도 주목해
야 할 관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인종과 민족이 서로 가까이서 뒤섞여 사
는 곳이 아니다. 다문화적인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가진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동질적인 특성이 강했
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이 논의되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당장
다인종에 기반을 둔 다문화적 특성이 강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화로 인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
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의 특수성 및 우리와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모두의 공존
을 위한 보편을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대응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세계시민사회이다. 세계시민사회는 세계화의
결과물이자 그에 대한 대항물이다. 국가와 시장의 강제, 획일화, 자본화에 저항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
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사회의 성장’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의 존중 및 공존을 추구하는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서로 요청하고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세계시민사회의 성장은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3. 글로벌화의 가속화와 교육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은 더 이상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와 긴
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세계 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상호연계성(inter-connection)의 수
준이 깊어짐에 교육 영역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질적 집단과 문화의 공존과 상호 발전 문제를 고민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의식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 유사개념을
잉태하게 된다.
글로벌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은 인간의 인지 영역과 비인지 영역을 아우르면서 사회발전 및
개인의 성장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교육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교육 방법은 복잡다단하
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전 지구화로 인한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공동
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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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별의식과 다문화교육
1. 일부 국민들의 이주민 차별의식 개선

▣ 방송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심각
○ 차별적 표현이 방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 외국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거나 캠페인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함
- 자칫 잘못하면 사회통합을 거스를 가능성이 매우 큼
○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 인식 개선
▣ 표현방식과 인식의 오류
○ 인종차별 용어 ‘살색’ 표기 등
○ 미등록외국인은 불법체류를 하는 범법자라는 인식
○ 법률에서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 원천적으로 외국인을 배제

2. 다문화교육에 대한 접근
다문화교육이란 다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주로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단일민족인 우리에게
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다문화교육의 첫출발 지점은 인종과 관계
가 깊지만 현재의 다문화교육이 반드시 인종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점차 성별, 계층, 문화, 지역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많아졌다. 즉, 우리나라 내부
뿐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도 다원화, 다문화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경향이 현상 자체로
머물지 않고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지점에서 바로 교육의 역
할이 필요하다.

3. 세계시민과 세계시민교육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시민’을 지구공동체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세계시민은 적
극적 참여를 실행하는 주체로 정치된다. 실제, 국가의 이해관계와 종속적 세계질서를 반대하기 위해 뭉친
세계의 노동자들, 국가의 정책과 반하더라도 인권과 평화라는 인본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연대하는 세계
인권단체들,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조직이 세계시민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첫째, 세계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사고하는 세계적 체제론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구공동체에서 ‘나’와 ‘타자’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견지하면서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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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교육이다.
셋째, 건강하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발전시키는 책무성을 고양시키는 시민교육이다.
넷째, 세계의 현실과 발전에 대한 주체의식, 소속감, 정의감을 높여서 다양한 수준의 민주적 의사결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세계시민성은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고 지구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적 자질과 정체성, 그리고 행위까
지 포괄하는 것이며, 세계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이다. 다시 말해 세계시민
사회의 주체이자 책임 있는 일 구성원으로서 전 지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세계적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더 좋은 지구촌의 변화를 유도하는 총체적 교육이다.

Ⅲ. 시민사회와 세계시민교육
1.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의 세계시민교육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은 일찍이 세계시민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대한민국에
서 가장 처음으로 인가받은 다문화학교이자 초등대안학교인 지구촌학교를 설립하였다. 아시아 및 지구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지구촌학교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지구촌학교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세계 20여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학생들이 왕따 문화가 전혀 없는 분위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공부하는 보금자리이다.
지구촌학교에는 4개의 학교로 확장이 되어 다문화어린이, 중도입국어린이, 외국인근로자 자녀, 다문
화교육을 원하는 한국인 어린이 등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다. ‘다중언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전인적인 지구촌 어린이’란 교육 목표를 가진 학교는 정부지원은 없지만 기업, 단체, 개
인들의 후원을 받아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산하 지구촌학교와 세 곳의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ㅂ해체가정의
자녀를 위한 그룹홈 4개 등 세계시민교육은 지구마을의 생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지구마을
공동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지식과 가치함양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
기 위한 교육이다.
즉 빈곤, 인권, 환경, 평화 등의 글로벌 이슈에 관해 배우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마을 사
람들에 대한 공감력을 높이고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의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배운 지구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의식과 역할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세계시민을 양
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한 권리와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지구촌의 이웃들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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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구촌학교의 세계시민교육 사례
지구촌학교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학습 내용은 인권, 환경, 아동보건 캠페인 및 평화(학교폭력 예방 교
육)등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의식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을 포함한다.

□ 단일 이슈 중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지역적/지구적 원인과 결과 등)후, 교내/외 에너지절약 실천 프로
젝트를 통해 전교생 및 교사/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의 에너지절약 인식 및 실천 확산

□ 복합적 이슈 연계

○ 다문화/다인종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원인(세계화 등)과 문화다양성이 지니는 의미 등에 대한 학습
○ 인구감소와 이주민에 대한 이해
- 외국인 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의 저출산과 관련이 있음
- 현재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300년에 남한인구가 5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그 빈자리를 외국인 체류자가 채워나갈 가능성이 있음
- 결국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게관건임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 유학생 등)과 함께 교내 및 지역사회 다문화축제(서로의
문화 배우기, 음악과 연극, 음식축제 등) 등을 기획 진행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 키우기

□ 다문화 교육

○ 지구촌학교는 다문화 교육에도 공을 들이고 있음
- 다문화 인재를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존중의식을 교육할 필요
가 있기 때문임
- 일례로 아이들에게 마사이족에 대해 가르침. 이동하던 부족인 마사이족이 국가정책으로 이동
이 금지돼 정착해 살면서, 정착민과 겪는 갈등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도록 함
□ 다중언어 전문가 양성
○ 한국말 실력이 부족해 소외되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잘 보듬은 것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교는 한국말을 비롯해 다양한 언어를 잘 가르쳐 다중언어 전문가로 양성하려고 함
○ 실제로 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다중언어교육이 특성화 되어있음
- 일반 학교는 일주일에 2시간만 영어수업을 하지만, 지구촌 학교는 일주일에 5시간씩 영어수업
을함

분과 패널 2│다문화사회의 도래와 국제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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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제별 접근

1) 이주노동자의 날 축제 함께하기 등 이주노동자 이해
2)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를 통해 소수자 이해하기
3) 텃밭 가꾸기, 토끼와 조류 키우기를 통한 생물다양성 교육
4) 지구촌 빈곤 교육을 통해 빈곤퇴치와 공정무역에 관한 관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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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2

한국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과 사례
(NGO)

1)

장미정(환경교육센터)

한

1. NGO 영역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가. NGO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가
치, 실제를 교육과 학습의 모든 측면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이 인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
의롭고, 경제적으로 성장가능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 능력, 지식, 기
능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UNESCO, 2005).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당사자로서 NGO는 대중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
학습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담당하고,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세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의 많은 경우 NGO가 주체가 되어 비형식 혹은 무형식 학습 영역에
서 형식교육 체제와 협력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이러한 맥락에서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의 영역을 넘나들며 연계할 수 있는 NGO의 역할은 필

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1) 본
 문은 <장미정(2013), ‘시민사회(NGO)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이선경, 김남수, 김이성, 김찬국, 이재영, 이종
훈, 장미정, 정수정, 정원영, 주우진, 주형선, 황세영(2013),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DESD) 국가 보고서 작성 연구”, 유
네스코한국위원회, pp.156~200.>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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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GO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 2005~2014) 종합
◦ DESD 초기(이선경 외, 2005)
- 2005년 DESD가 시작된 이래,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 국가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었다. 시민
사회의 경우 사회운동의 생성, 분기, 변형의 형태로 사회단체들의 분화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분화과정으로 생성, 분기된 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 NGO 영역은 환경교육, 인권교육, 통일 교육, 평화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개별적이고 분
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역 간 총체적인 연계는 부족했다.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수준과 영역, 지역
간의 연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체험위주의 일회성 활동이 주를 이루어 정규화 된 지속성을 갖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도시 등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중점을 취미, 교
양 교육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차원으로 유도하는 등 타 영역간의 연계와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DESD 중기 이후(이선경 외, 2010)
- 이 시기에는 분화된 사회단체들이 주제별, 지역별 연대와 내용적 통합이 구체화된 시기이다. 그러
나 정치적 상황변화로 이러한 현상은 큰 흐름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일부 다양한 수준의 실험과 도전들에
한정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협력의 사례들에는 계획-실행-평가 단계별 참여에 있어서는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이 평가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SD(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ESD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고, 실제로 ESD의 특성이나 개념을 포함하는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ESD를 표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들에 대한 ESD 관점에서 의미부여가 필요하다.
- ESD의 핵심주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고루 다루어지고 있었다. 사회적 관심이 고조
된 특정 이슈에 대한 활동에 집중된 측면이 있지만, 통합적 접근이나 실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ESD의 기능과 역량 차원에서 시스템적 사고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가치 명료화 등이 상
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학습모형을 개발, 확산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 NGO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전체,
개별강의 수준, 크게는 조직 활동 전반, 나아가 마을이나 지역사회 공동체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다양한
수준별 교육모형이나 교육방법이 제시되고, 통합적 접근을 통한 성공사례들을 발굴, 확산시킬 필요가 제
기되었다.
- 교육활동의 유형은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면서도 강좌나 워크숍, 캠페인, 모임 등
다양한 활동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연구영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DESD 전체기간
- 이 시기 NGO 영역에서 ESD의 몇 가지 성과가 파악된다. 첫째로 조직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ESD
가치 확산이다. 개별 활동에서 ESD를 내세우기 보다는 전체적인 활동방향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질적 교육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 둘째는 환경교육에서 ESD으로의 개념 영역 확장과 함께 타 영역(예. 문화예술, 평화, 평생학습, 주민

172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자치, 자원봉사 영역 등과 내용적 연대)의 환경생태가치 통합 흐름이다. 통합형 주제영역 확대와 세분화, 그

리고 내용적 연대와 통합은 조직적 연대와 협력을 견인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들이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ESD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
- 셋째로는 마을, 지역, 공동체기반 사회적 학습의 현상이다. 국제적,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적 담론형
성이 가능해졌고, 이는 다시 자기가 속한 마을이나 공동체 영역에서의 학습모델로 확장되는 성과로 이어
졌다.
- 그러나 한편으론 ESD의 지향에 맞는 교육은 확실히 많아졌지만 ESD에 대한 직접적 혹은 전략적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ESD에서 강조되는 기능영역의 한계도 드러났다.
ESD의 핵심적 가치실현과 체계화를 위한 NGO 차원의 전략적 논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
원이 필요하다.
- 한편 제도적 지원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지자체나 지역기관과의 적극적 형태의 협력이 증가할
수 있었고, 교육활동의 지속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책 시행과정의 모니터링, 소통과 합의
과정은 ESD의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그러
나 이는 다른 한편 제도권 교육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시민사회교육이 갖는 특유의 자발성과 자생
성에는 한계로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민사회교육도 사회적 기업이나 교육 협동조합 등으로의 확
장 논의와 분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는 한계극복을 위한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 시민지도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분화, 확산은 ESD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 형태의 시민참여 성과
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학습의 차원이 초기에는 무엇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 자기 자신과 삶의 방식의
재설계로의 방향전환이라 해석될 때,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에 닿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한계도 갖는다. 이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의미 부여의 확산도 필요하다.

2. NGO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범주별 사례
◦ DESD 동안 NGO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간에 일어난 주요 사례들
을 ① 대중인식확산, ② 교육활동, ③ 역량강화, ④ 네트워크, ⑤ 협력, ⑥ 연구 등 6개의 범주별로 살펴보
았다.

(1) 대중 인식 확산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시민사회의 주요역할로 대중인식증진과 참여유도를 강조해 왔
다. ‘대중인식확산’ 범주는 활동유형에 따라 다시 1) 캠페인, 2) 미디어(출판, 영상, 웹), 3) 컨벤션(국제회
의), 행사(한마당, 축제, 대회)로 분류할 수 있다.

◦ DESD 동안 대중인식확산의 측면에서 대안생활과 기후변화 주제의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뤄졌으
며, 이전에 비해 수평적 연대 확장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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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 기간 NGO들의 적극적 저술 작업을 통한 대중서 발간과 미디어 제작 보급 활동은 ESD의 대
중인식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ESD의 주제를 담는 국제회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는 행사와는 달리 여전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거나 여겨지는 경향은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사례를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DESD 동안 NGO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대중인식확산’ 범주 주요 사례

소범주

주체 (파
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의견
(ESD 의미)

연도

빈그릇운동

에코붓다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해결점
을 찾고자 대안적인 생활양식을 만들어가는
운동의 하나로 ‘빈그릇 운동’. 종교적 실천을
대중적 실천으로 이끌어 냄. 2005년 1월부
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법과 맞
물려 확산. 학교, 군부대, 기업, 지자체, 식당,
가족, 개인 등 사회 각계에서 150만 명이 넘
는 사람들이 서약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문화
운동으로 자리매김.

빈곤완화, 자연자
원, 에너지, 지속가
능한 생산과 소비 등
의 ESD 핵심주제와
2004~
관련. 환경-사회-경
제적 통합성, 인식증
진, 실행과 참여, 성
과와 효과 가져옴.

캠페인

캔들나이트

2001년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북미의 자
주정전운동으로 시작, 일본의 환경NGO가
이를 ‘캔들나이트’라 명명하고 환경, 평화, 성
찰 등의 메시지와 함께 생활밀착형 운동으로
여 성 환 경 제안. 우리나라에선 여성환경연대가 생태적
연대, 일본 느림운동, 대안생활문화운동으로 정착시키
캔 들 나 이 고자 2005년 시작. CO₂감축을 위한 삶의 방
식 실현, 경쟁과 속도중심, 원자력과 석유문
트운동
명에 의존한 생활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찰의
계기 마련코자 함. 현재 세계 12개국 조명끄
기운동, 촛불켜기행사가 진행 중. 우리나라
는 2005년부터 매월 2시간 진행.

대안생활문화운동,
네트워크와 협력을
2005~
통한 대중 인식 확산
활동. 지속적 활동.

캠페인

2007년 7월 7일.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7
개 대륙, 세계 10대도시, 세계 시민이 함께하
7 .7 기후행
환 경 운 동 는 ‘7.7 기후행동 & Live Earth 콘서트’가 우
동 & Live
연합, 환경 리나라에서도 열림. 지구를 쿨~하게, 뜨거
Earth 콘서
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한 지구를 구하는
재단
트’
7.7 기후행동 캠페인과 Live Earth 콘서트 ‘A
Friend of Live Earth’ 진행.

기후변화 주제를 매
개로 한 국제적 캠페
인, 적극적
2007
행동변화 촉진 활동.
미래지향적 사고와
공감대 형성

캠페인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국민들이 시작해 국회에서 결실을 맺는 국민
발의 형식의 법률 제정운동. 영국에서 시민
17만여 명이 기후변화법 제정 요구에 서명해
기후변화
상·하원의원 412명의 동의 의사를 이끌어
BIG ASK
행 동 연
냄. 결국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
캠페인
구 소 와
변화법 제정.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빅애
KFEM
스크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
국내에서는 2013년 하반기 시작, 현재 1만
여명의 서명이 진행됨.

기후변화 주제를 매
개로 자발적 참여,
의사표현과 의사결
정, 비판적사고, 의
2013
사결정, 합의와 공감
대 형성 등 다양한
ESD 기능이 구현될
수 있는 활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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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범주

사업명

주체 (파
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의견
(ESD 의미)

연도

미디어
(출판)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 시대
희망찾기 시
리즈 발간

2007~2010년 9권 발간
- 우리 시대 희망찾기(2008) / 우리는 더 많
은 민주주의를 원한다(2007) / 아래로부터
의 시민사회 - 시민활동가30인에게 듣는
다(2008) /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
가(2008) / 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가계부
희망제작
(2008) /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움:
소
환경갈등이라는 복잡한 숙제풀기(2008) /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생태적 대
안운동을 찾아서(2009) / 불멸의 신성 가족
-대한민국 사법패밀 리가 사는 법(2009) /
주거신분사회-타워팰리스에서 공공임대주
택까지(2010)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의제들을 시
민사회운동가와 전 2007~
문가들을 중심으로
풀어냄.

미디어
(출판)

200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중
서 발행 시작. 지속적으로 어린이 청
소년 대상 대중서를 발행, 보급해 옴.
어린이청소
년 대상, 지 (사)환경교 - 환경아 놀자(2007) / 지구촌 힘씨(2008)
구환경이해 육센터
/ 깨끗한 물이 되어 줘(2010), 맑은 공기가
대중서 발간
필요해(2010) / 지구사용설명서(2011) / 격
월간 어린이환경놀이책 발행(2007~2013년
까지 현재 46호까지 발행).

형식, 비형식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지구
환경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의 인식 지평 2007~
을 확장. 환경 각 영
역의 내용통합 시도.
지속적 활동.

미디어
(출판)

연 1~2권의 에너지, 기후변화관련 대중서
발행, 보급
- 탈핵_포스트 후쿠시마와 에너지 전환 시
에너지기후 에 너 지 기 대의 논리(2011) / 초록발광_태양의 시대, 녹
주제 대중서 후 정 책 연 색 사회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2013) /
밥상의 전환_기후변화와 농업, 협동조합의
구소
발간
미래(2013; 모심과 살림 연구소 공동) / 나쁜
에너지 기행_기후정의 원정대, 탈핵을 넘어
에너지 평등을 찾아(2013).

형식, 비형식 교육
의 범위를 넘어서 에
너지, 기후변화 관련
대중인식 지평을 확 2011~
장. 타 영역과의 내
용통합 시도. 지속적
활동.

미디어
(영상)

서울환경영
환경재단
화제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
란 고리,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는 축
제. 2004년에 시작. 매년 세계 각국 100여
편의 우수한 환경영화를 발굴하고 소개해
옴. 2013년 개최된 제10회 서울환경영화제
에는 국제 환경영화 경선에 86개국 총 980
편 (장편 283, 단편 687)이 출품되어, 기후
변화와 미래, 그린 파노라마, 한국 환경영화
의 흐름, 지구의 아이들,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 등 주제별로 묶은 다양한 섹션을 통해
총 46개국 146편의 환경영화를 상영함. ‘부
대행사’로 진행되는 체험학습프로그램과 교
육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임.

다양한 지구환경이
슈 외의 지속가능 관
련 주제들의 영상제 2004~
작과 상영. 대중인식
증진. 지속적 활동.

미디어
(웹)

2005년 시작된 기부 포털 싸이트 해피빈 활
동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시작하였으
기아대책
나 점차 NGO의 소통과 나눔문화로 나타남.
해피빈 해피
외 다양한
현재 다양한 NGO들이 네이버의 ‘해피빈’, 다
로그 참여
단체
음의 ‘희망해’ 등을 통해 기부, 교육, 국제연
대와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음.

기업과 연계한 새로
운 기부문화 형성과
참여. 협력과 소통을 2005~
통한 활동. 점차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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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범주

사업명

주체 (파
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의견
(ESD 의미)

연도

세계자원
봉사협의
지속가능한
회(IAVE),
지구촌을 위
한국자원
한 자원봉사
봉사협의
회

제 13차 IAVE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원봉
사대회_ 주제: “Voluteer Initiative for a
Sustainable Global Community” <지속가
능한 지구촌을 위한 자원봉사> 주최. 국제
적인 자원봉사 대회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촌
을 대주제로 워크숍 진행. 국내에서는 2007
년 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를 계기로 환경재
난이나 지역환경과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자원봉사 영역도 활발해짐. 43개국 700명의
지구촌 자원 봉사자 참여함.

국제대회의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구
촌”을 채택. 타 영역 2011
과의 연대로 ESD 의
미 확장.

제1 1 차 아
시아-태평
제 11차 아
양환경회
컨벤션
시아-태평
의(AEC)조
(국제회
양 NGO 환
직위원회,
의)
경회의
전북환경
연합

11th ASIA-PACIFIC NGOs’
ENVIRONMENTAL CONFERENCE의 주제
는 “아시아 탈핵, 후쿠시마에서 시작한다”로
진행됨. 보다 긴밀한 아시아 민간연대로 나
아가기 위한 국제교류활동.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핵문제, 강과 습지, 군
시설과 환경오염, 석면 없는 아시아, 화학물
질과 주민 건강, 원자력 안전 규제와 에너지
전환, 지방선거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
물 다양성 모니터링과 지속가능한 이용, 기
타 환경 운동 관련 주제로 함.

지속가능한 아시아
를 위한 국제회의.
2013
ESD 관련 주제 중심
소통과 공감대 형성.

행사
(대회)

(2) 교육 활동
◦ NGO 영역은 활동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ESD의 핵심주제가 상대적으로 골
고루 다루어지고 있다.2) ‘교육활동’ 범주는 크게 1) 대중 강좌형, 2) 프로젝트형(캠프, 복합형 등), 3) 심포
지엄·워크숍·세미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NGO 영역의 교육활동에선 주로 핵심주제 연관성, 통합성, 지속성, 네트워크와 협력 등의 차원이
두드러졌으며,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특질을 함께 드러내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영역은
전통적으로 ESD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초기부터 각 영역별 주제교육 활동이
주를 이루어 총체적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여전히 ESD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고, 사회적 관
심이 고조된 특정 이슈에 대한 활동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지만(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촌
락, 환경과 건강 등), 예전에 비해 하나의 이슈에 대한 접근방법도 통합적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영역별 총체적 연계는 확실히 많아졌으며, 새롭고 다양한 통합적 시
도들이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음 [표 2]에는 NGO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육활동에서 주제 연관성이나 통합성, 지속성, 네트
워크와 협력 등의 특질이 잘 부각되는 몇몇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도전과제들로는 농업 및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재난위험감소(DRR),
에너지, 빈곤퇴치, 보건, 해양, 지속가능한 도시 및 인간 거주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물과 위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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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DESD 동안 NGO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교육 활동’ 범주 주요 사례

소범주

사업명

주체
(파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의견
(ESD 의미)

연도

평화나눔
나눔문화
아카데미

각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각각 촛불집회, 중
국, 교육, 미디어, 기독교, 유전자조작(GM)
식품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룸. 2003년 이래
100여 명의 강사를 초청해 강좌를 진행해왔
으며, 2008년까지 500여 명이 참여. 2013
년까지 20기를 이어옴.

주제교육의 범위를
넘어 선 통합형 인
2003~
문강좌. 지속적 교
육활동과 참여.

대안적 삶
을 모색하
는 초 록 시 전북환경
민강좌 “자 운동연합
연이 내게
로 왔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내 안의 평화를 만드는,
물질적 풍요에 앞서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
하는, 자연과 공존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대
안적 삶을 모색하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통해 성장과 경쟁의 논리를 극복하는 인문
강좌. 환경교육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인
문사회 영역으로 주제 확장과 통합. 매년 1
회 학기별 수강생 200여명 참가. 총 11주.
충북지역 등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해가는
프로그램.

주제교육의 범위를
넘어 선 통합형 생
태인문강좌.
2005~
지속적 교육활동과
자발적 참여 이끌
어냄.

세대·지역·문화 간 격차가 해소되어 평
화가 확산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체
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성장시키기 위한 세
계시민교육. 문화, 인권평화, 지역개발이라
는 3개의 영역에서 국내외 지역과의 협력,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훈련과 연수
더 나은 세
사단법인
를 통한 교육,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을 개
프로젝트형 상 만 들 기
더나은세상
발하는 자원 활동 등을 구성해 프로젝트화
프로젝트
함. 매년 80여명의 국제자원봉사들이 500
여 명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300여명
의 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 타문화와 국제
사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함. 959명 참가.
UNESCO ESD 인증 프로그램.

문화 간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협
업능력 증진활동.
지역 군민들에게
2003~
지속가능발전에 대
한 마인드 확산과
개인의 자발적인
학습문화 촉진.

대중 강좌

대중 강좌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의 세계시민의
식 교육. 해외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
월드투게더
다문화 이해 증진.
2007~
프로젝트형 세계시민학 월드투게더 나눔의 실천과 봉사활동으로 연결, 아프
실천과 봉사 연결.
리카 혹은 다문화 이해 증진. 448명 참가.
교
UNESCO ESD 인증 프로그램
미래세대와 함께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 세계의 미래세대와 제
주의 미래세대 간 평화의 관계맺기 프로그
어린이평화
장터, 국제 곶 자 왈 작 램. 2007년부터 매해 2차례 운영해온 ‘어린
프로젝트형 생명평화캠 은학교, 이 이 평화장터’와 ‘국제생명평화캠프,’ 2010년
시작한 ‘아시아 평화여행.’ 생태교육, 가치교
프, 아시아 매진피스
육에서 평화교육까지 확장. 매해 15여 명의
평화여행
어린이와 6~7명의 어른들이 참여. 14박 15
일 간 진행.

생태-평화-문화예술의 통합교육.
2007~
지속적 교류와 교
육활동.

분과 패널 2│한국 시민사회(NGO)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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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범주

사업명

주체
(파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의견
(ESD 의미)

연도

청소년, 대학생, 성인대상 국제개발교육. 청
소년들의 지구촌이슈를 이해하는 사고능
력을 대학생과 일반인에게는 글로벌 이슈
에 대한 경험과 의식 확장. 초청연수, 전문
가 과정을 통해 국제 보건분야 실무자들의
국제이해교육. 환
국 제 개
2008
(사)메디피 전문지식습득과 역량강화에 기여. 1차(중국
경보건분야 각국
프로젝트형 발 교 육
~2011
길림성, 흑룡강성): 대학생 및 일반 총 165
스
역량강화.
Academy
명, 2차(한국): 1028명, 3차(러시아): 7명, 4
차(한국, 미국): 99명, 5차(한국): 중고등 총
160명, 6차(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총
52명. UNESCO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대
상 목록.
‘논살림’ 활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연구자들
이 참여한 논습지 NGO네트워크라는 연대
활동으로 2008년 시작. 2009년 8개 지역
시범 논 중심 교육활동에서, 2009년 8개 지
역으로 확대. 논살림 활동의 의미와 생물다
양성에 대한 교육. 논 생물조사, 체험, 생태
교육, 환경교육, 연대활동, 홍보 출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

생명존중, 생물다
양성, 지속가능한
도시와 촌락,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
비 관련한 인식증
2008~
진과 역량강화활
동. 삶의 터전에 기
반을 두면서 ESD
의 핵심주제들에
총체적으로 접근.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 19군데와 함께 시
설개선과 환경+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
시.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친환경 공간개선
과 함께 다양한 영역(생활환경, 에너지, 음
식, 미술, 공간 등)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명공헌사회공헌위원회 지원사업

환경-문화-예
술-공간-복지
를 통합한 교육활
2012~
동. 지역-기업-기
관-NGO협력 지속
활동.

포럼

little Ramsar Asian Eco-camp for the
youth; 국제 람사르 대회의 이념을 기반으
로 하되, 아시아 각 지역의 습지와 환경보
아 시 아 청 전북환경연 전활동을 펼쳐온 청소년들이 상호 우호 증
진과 습지와 환경 보존, 국제 이해 인식 확
소년 환경 합
산. 전북 지역에서 매 3년마다 개최(2008,
포럼
2010, 2013). 1회 7개국 8개팀, 400여명 참
여, 2회 6개국 9개팀 300여명 참여, 3회 5
개국 9개팀 300여명 참여

국제협력. 소통과
공감대 형성. 지속
가능한 습지와 환 2008~
경보존과 인식증진
활동. 지속적 활동.

포럼

월례 포럼.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
지비전 모색,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에너
지 수요관리, 탄소제로 도시의 가능성, 에너
저탄소 지
지대안 시나리오, 기후변화 적응 다자간 공
속가능한
적개발원조(ODA)와 녹색기후기금의 역할
사회를 위
기후변화행
등을 주제로 월례포럼 개최. 녹색ODA센터
한 에너지
동연구소
설립과 포럼개최. 2012년 녹색ODA로의 방
대안 포럼,
향전환과 ODA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현황
녹색ODA
파악과 정책개발 목적 수행 위해 정기포럼
포럼
운영.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자, 단체 활동
가들이 주로 참여. 총 4회 150여명 참가.

기후변화, 에너지,
ODA 중심으로 환
경적, 사회적, 경제
적 접근의 논의. 정 2011~
기적이고 지속적인
포럼으로 공론 확
산.

프로젝트형

논 살림 교
한살림
육

그린디자인
프로젝트
프로젝트형 – 초 록 공
간과 교육
을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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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범주

심포지엄,
워크숍

사업명

주체
(파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지구의 허파로서 환경문제의 상징인 아마존
지역의 이슈를 토착민에게서 직접 들으면서
아마존 심
환경운동연
한국 시민들에게 아마존의 환경문제를 통해
포지엄과
합, 순천시
지구시민으로서 인식을 향상 함. 순천 및 전
워크숍
국 지역 강좌 2,000여명 참여.

의견
(ESD 의미)

연도

국제이해,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다양
성의 핵심주제와
2013
생명존중, 전통과
혁신의 조화 등의
ESD 기능향상.

(3)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교육, 주민교육, 소비자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필요한 기술과 지
식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지도자 집단(정교사
든 비정규 교사든)의 역량강화 훈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역량강화’ 범주는

대상과 성격, 수준에 따라 1) 시민지도자 양성, 2) 활동가 양성[예비 활동가 포함], 3) 재교육・훈련・연
수로 분류할 수 있다.
◦ 시민지도자 양성은 1990년대 후반부터 특히 환경교육 영역에서 생태안내자 과정으로 시작되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DESD 동안 특히 주제영역의 확대, 분화, 융합과 함께 다양한 유형과 주제의 양성
과정이 NGO 자체적으로 혹은 민관협력(의제, 지자체), 기업 협력을 통해 확산되었다. 시민지도자들의 활
발한 참여와 분화, 확산은 ESD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 형태의 시민참여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초
기에는 학습이 무엇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 점차 자기 자신과 삶의 방식의 재설계라는 방향으로 전환되
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에 닿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한계도 갖는다. 이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
도록 의미 부여의 확산도 필요하다.
◦ 반면 활동가 양성은 NGO 영역에서 취약한 영역 중의 하나로 파악된다. 1980년대 민중운동에 참
여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NGO 영역으로 인입되면서 활동가 양성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온 셈이지
만, 물적 기반이 취약하고 업무가 과중한 NGO의 특성상 활동이 활발하던 1990년대에는 체계화된 활동
가 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한 HRD 관련 활동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사회
정치적 여건 변화와 맞물려 활동가 역량강화 활동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네트워
커 양성과정이나 지역형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등이 네트워크 조직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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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에는 NGO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역량강화’ 범주의 몇몇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표3] DESD 동안 NGO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역량 강화’ 범주 주요 사례

소범주

주체
(파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의견
(ESD 의미)

연도

활동가
양성

지역별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과 함 연대를 통한 지
지 역 별 환 경 교 육 한국환경교
께 지역형 네트워커(조직가, 코디네이 역활동가 역량강 2007
Networker 양성
육네트워크
화.
터) 양성과정 운영

활동가
양성

마을 활동가 역
량강화. 기후변
화, 에너지, 지속
생태적 전환을 실현하
(사)사람과 지구를 구하는 성미산 마을 활동가 가능한 도시/촌
2011
는 마을 활동가 양성
락, 지속가능한
마을
발굴 프로젝트
프로그램
생산과 소비 등
E S D 핵심주제
다룸.

활동가
양성

전문가를 통한 절대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행동과 ODA의 이해를 통한
청년 활동가 양성. 일회성 원조의 폐
해, UN MVP 사업지역의 인턴십을
통한 현지화·자력화에 청년들의 기
여. 기업 CSR활동과 청년들의 참여
지구마을자립프로젝
열 매 나 눔 와 지지를 통해 글로벌 빌리지의 관
트 (Global Villages
인터내셔널 심과 변화의 핵인 “자립”의 필요성 인
Startup Project)
지. 아프리카 MVP 지역의 활동 중 현
지 문제기반 앙터프러너십(problembased entrepreneurship)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600명 참가. UNESCO ESD인증 프
로그램.

활동가
양성

대학생, 청년들의 사회진출 프로젝트.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이해, NGO 실
무역량강화 교육과정 후 15개 다양한
영역의 NGO에 인턴 활동가 파견. 여
성환경연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시화호생명지킴이, 아시안브릿지, 에
코피스아시아, 환경운동연합, 판교생
태학습원, 도봉환경교실 등에 15명의
인턴활동가 4개월간 파견. 월례모임
과 정기교류회 진행.

재교육
(훈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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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교
육센터, 스
타벅스 기
브투아시아
재단

‘Green Asia’ 그린리
환경재단
더 아시아 현장연수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문제기반학습,
참여, 자립을 통
한 청년활동가
2011
역량강화. 국제
이해, 빈곤 주제
영역 다룸.

내용적 조직적
연대(NGO간, 기
업-NGO 협력) 2013~
를 통한 청년 활
동가 역량강화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아시아 현
장연수 프로그램. 아시아 민중들의 삶
과 아시아 환경에 대한 애정을 가지 국제이해, 문화 2004~
고 세계를 보는 안목과 이해를 넓혀 다양성, 생명 존 2011
주기 위한 연수활동 지원. 매해 6~10 중. 역량강화.
개 팀 30여명의 활동가와 대학생이
참여.

제15차 연례학술대회

소범주

재교육
(훈련,
연수)

재교육
(훈련,
연수)

사업명

주체
(파트너십)

의견
(ESD 의미)

활동 내용, 성과

연도

환경교육센터는 2002년 이래 매년
꾸준히 환경교육 활동가 연수를 실시
해 옴. 2005년을 기점으로 전국 환경
교육활동가 대상 “내 지역에 꼭~ 맞
는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생태환경캠프 전문가 양성과정 - 셀
지역환경교육센터형
지역이해, 연대
코디네이터 양성, 생태 (사)환경교 프캠프점프“, ”환경교육센터링“, ”환
협력을 통한 역 2005~
경교육운동가 되기”등을 비롯해 시
환경캠프 전문가 양성, 육센터
량강화.
민사회 전반의 10년 이상 중견급 활
사회적 멘토 양성 등
동가 대상의 “사회적 멘토” 양성과
2~5년 중간년차 대상 ”청년활동가,
나의 삶, 우리의 꿈“ 등 다양한 수준
의 시민사회와 환경활동가 재교육 프
로그램이 진행됨.

EPLC의 Ecopeace
Leadership Program
&ASIA-PACIFIC
ENVIRONMENTAL
Forum

2007년 1기 에코피스리더십 프로그
램 시작, 2006~2007 UNEP 지구
시민사회포럼 개최, 2008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아태환경포럼 개최,
2009 아태환경포럼으로 명칭변경 후
현재까지 매년 개최. 생명과 평화 공
E P L C 에 동체 아태지역을 지향. 기후변화, 재
코피스리더 난방재 및 갈등해결, 에코시스템 관
리, 환경 거버넌스 구축, 유해물질 및
십센터
폐기물처리, 자원효율성과 지속가능
한 소비와 생산 분야 교육훈련, 캠페
인, 직접사업, 연구사업 지원.
매년 15명의 아태지역 시민사회 활동
가, 생태환경 프로젝트 지원. 전문가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E S D 핵심주제
영역.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2007~
연대. 국제이해.
역량강화.

서울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시
도와 크리에이터들의 프로젝트 사례
를 공유하고 상호협력과 교류의 가능
지역활동가 워크숍 “지
상호협력과 교
(사)서울문
재교육,
성을 검토하고자 지역활동가 워크숍
속가능한 커뮤니티 활
류. 소통과 연대. 2011
화포럼
훈련,
을 마련함. 지역사회 커뮤니티 주체들
동과 네트워크의 상호
역량강화
연수
이 모여 활동경험, 정보 등을 소개하
관계”
는 동시에 효과적인 네트워킹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재교육, *시민사회역량강화 공모 지원사업
훈련,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름다운재단, 환경재단 등 지원
최근 몇 년간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공모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연수

지도자
양성

지도자양성과정은 이밖에도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제영역의 흐름을 대략 살펴보면,
_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생태안내자, 에코가이드, 숲해설사 양성과정
_ (2000년대) 물, 하천, 숲해설, 생태안내, 에너지, 기후변화, 생태놀이, 야생동물지도자 양성과정
_ (2000년대 후반) 그린리더 양성과정, 에너지기후양성과정, 에너지디자이너 양성과정
_ (2000년대 중반~최근) 에코라이프, 녹색여가, 숲치유, 에코푸드, 건강안전, 마을기획가, 지역코디네이
터, 전래놀이, 생태놀이, 양성평등, 평화, 인권, 식생활, 학교텃밭교육, 나눔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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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그 협력의 수준이 실행력을 담보하게 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네트워
크’ 범주는 유형에 따라 1) 국제수준, 2) 전국수준, 3) 지역수준(광역, 지역사회, 커뮤니티, 마을 등), 4) 주제
나 이슈 수준으로 분류하였고, 다음 [표 4]에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 DESD 동안 다양한 주제영역의 네트워크와 지역별 네트워크의 조직과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기후변화, 국제개발협력, 녹색ODA, 지구촌 빈곤퇴치와 같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주제와 관련된 네
트워크들의 조직과 참여 활동이 두드러졌다.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주제 영역의 확대와 통합, 파트너십의
다각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습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점이 크다. 교육의
주제영역을 넓히거나 경계를 허물었을 뿐 아니라, 지역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마을 혹은 커뮤니티 단위
의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학습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연대의 흐름들을 DESD 영향으로 볼만한
직접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정치적 상황, 즉 참여정부 시절에 많은 네트워크 조직들이 만들어진 현상은
리우회의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의 확산이 국가의 정책기조와 맞물리면서 구체적 형태를 갖추게 된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권교체 이후에는 녹색성장 기조의 정부주도의 네트워크들이 생겨난 반면
기존 네트워크들의 활동력이 다소 소강상태로 파악되는 현상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다
만 이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흐름임은 분명하고, 다양한 그룹과 사람들의 연대는 다양한 가치들의 연계
라는 점에서도 소중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표4] DESD 동안 NGO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네트워크’ 범주 주요 사례

소범주

국제
(참여)

국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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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주체
(파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의견
(ESD 의미)

연도

지구촌
빈곤퇴
치시민
네크워
크

◦ 2005년을 기점으로 지구촌 빈곤퇴치의 메시지를
각국 정부에게 강력히 전달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세계
시민사회네트워크.
빈곤 주제로
지구촌빈곤퇴치
◦ 뜻을 함께하는 각국의 시민단체들이 국가별 Global
전 지구적 네 2005~
시민네크워크,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GCAP, 빈곤퇴치를
트워크 활동
ODA Watch
위한 지구행동)를 만들어 개별 국가 상황에 맞게 빈곤
퇴치 캠페인을 실시. 느슨한 네트워크로 출발함.
◦ GCAP와 지구촌 포럼 개최.

아시아
환경교
육네트
워크

◦ 2007년 (사)환경교육센터 주관으로 열
린 International Workshop, “Environmental
Education for Citizens in Asia : Meeting and
(사)환경교육센 N e t w o r k i n g ” ( 8 개 국 1 0 0 여 명 참 여 ) 를 계 기
터
로 아시아시민환경교육네트워크가 조직됨. 각
국의 E E , E S D 사례공유와 네트워크 활동논의.
(Korea
Environmental ◦ 이후 ESD와 기후변화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 훈
Education
련, 캠페인 등 교류, 훈련 활동의 네트워크(Climate
Center, KEEC) Change Learning Initiative Mobilizing Action for
Transforming Environments in Asia Pacific.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여 개국 참여 네트워크) 활동으로 이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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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
경교육
네트워
크 조직

한국환경교육네
트워크(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KEEN)

◦ 국내 환경교육 네트워크 조직(민간, 학계, 정부 공동
의 네트워크)
◦ 2005년 이래 매년 한국환경교육한마당 & 해설가대
회 개최. 매해 200여 명의 환경교육가, 연구자, 관계자
참여.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영역 간, 지역
간 내용적 연
대를 통해 공 2005~
동체 단위에
서 총화.

지역
수준

지역별
네트워
크 조직

경남, 충남, 경
기민간, 충북,
부산, 강원, 수
원환경교육네트
워크 등

◦ 전국단위 네트워크의 활동 속에서 지역별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예. 2006년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남
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2007
년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2010년 부산환경교육네트
워크, 2011년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2013년 수원환경
교육네트워크 등)

지역별 연대
와 협력, 소통
2005~
과 공감대 확
산

주제
수준

국제습
지네트
워크

환경운동연합

◦ 순천만 국제습지네트워크 심포지엄에 이어 개최된
국제습지연대 아시아 4차 총회에서 국제습지연대 아시
아의 조직과 기능, 국제습지연대 회원단체의 향후 2년
간 활동계획 및 차기 회의장소와 조직구성 등을 논의,
결정

주제 영역에
서 지속적인
2013
교류와 협력,
공감대 확산.

전국
수준

(5) 협력 (파트너십)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그 협력의 수준이 실행력을 담보하게 된다. 특히 성공적인 협력은 시작 단계
에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하다.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과의 연계성은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협력’은 대상의
유형에 따라 1) 지자체, 2) 기업, 3) 학교, 4) 지역사회(보건소, 병원, 생협 등), 5) 타 기관(복지관, 평생학습
기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초기 단일주체 협력에서 점차 다주체간 협력 사례들이 많아지고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5]에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 NGO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가치 확산은 여러 가지로 유의미한 성과
를 가져왔다. 1) 환경교육의 주제영역에서 ESD 영역으로의 확장 - ESD 중심 논의는 많지 않았지만 각
영역별로 주제의 융합 혹은 통합되는 후향적 관점에서 ESD접근이 주로 나타남, 2) 타 주제영역에서 환
경생태가치를 통합(문화예술, 평화, 평생학습, 주민자치, 자원봉사 영역 등과 내용적, 조직적 연대), 3) 단일 단
체중심 활동에서 다 주체 협력을 통한 마을이나 공동체 수준의 학습으로 확장 등으로 파악된다.
◦ 환경교육진흥법 등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의 경계와 벽이 어느 정도 해소, 지자체·기업과의 협
력관계가 구체화, 협력사업의 질과 양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파트너십의 당위성은 증대되었으
나, 파트너십의 질에 있어서는 수평적 방식의 파트너십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파악되며, 정치적 영향을 지
나치게 받는 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산이 NGO와
기업과의 협력 관계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NGO가 공공성을 개발하는 방향
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사례도 하나의 경향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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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DESD 동안 NGO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협력(파트너십)’ 범주 주요 사례

소범주

주체 (파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의견
(ESD 의미)

연도

지자체/
의제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그
전국 각 지역 의제들과 지자체에서는 녹색성 지 자 체 - N G O
그 린 리 더 린스타트, 전국
장 정책과 맞물려 그린리더 양성과정을 시작 협력. 지속적 활 2009~
각 지역 의제 등
양성과정
동. 역량강화.
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과 환경단체 연
대

지자체
(위탁)

도봉환경교
다양한 종류의 환경교육센터들을 지자체에서
실, 화성에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오고 있음. 2008년 환경 민관협력 모델.
코센터, 판
각 지자체가
교육진흥법에 환경교육센터 지정(혹은 설립) 지 속 적 으 로 확
교생태학
NGO에 위탁
등이 명시되면서 광역이나 지역형 센터 사례 산.
습원, 에너
가 늘어나고 있음.
지드림센터
외

기업

NGO와 기업의 장기적 협력체계 토대. ‘환경
복원사업’과 ‘생태문화체험’의 두 축으로 이루
어짐.
2007년부터 한국의 대학생과 시민, 중국 현
에코피스아시아,
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초원보전을 위한 생태
초원보전생
환경연합, 현대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자리 잡음. 연간 5~6차
태투어
자동차
례 봉사단이 파견, 환경복원 봉사활동과 함께
초원생태계 체험, 유목민 문화체험, 자원순환
생활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대중인식 확산에
기여.

지속적이고 장
기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
회적-환경적 측
면의 총체적 복
원과 성과를 가 2007~
시화, 그 과정에
서 다양한 주체
들의 인식증진
과 학습과정을
이끌어냄.

기업,
지역
사회,
기관

환경교육센터,
녹색교육센터 외
(생명보험사회공
헌위원회 지원
지정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을 매년 파
트너 단체로 선정하여 사회적으로도 시의적
절한 사업을 발굴·지원. 지정법인들과 함께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사
회적 소외계층 지원, 어린이 청소년 복지 지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기타 대국민 건
강·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
가고 있음. 2008년 11개, 2009년 25개, 2010
년 31개, 2011년 62개, 2012년 77개 법인 지
원.

기 업 - 기
관-NGO협력,
2008~
복지-각 주제영
역 통합적 활동.

여성환경연대,
대사증후군 지역사회(보건소,
없 는 마 을 병원, 생협), 기
업(풀무원건강생
만들기
활)

2011년부터 제로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사업을 진행. 예방과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부터, 혼자가 아닌 우리 동네와 함
께, 개인의 문제와 사회구조를 함께 라는 슬
로건으로 지역사회(보건소, 병원, 생협), 기업
(풀무원건강생활)과 ‘대사증후군 없는 마을만
들기’를 목표로 몸도 돌보고 삶도 돌보는 여
성들의 치유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제로제
로 대사증후군 캠페인> 진행.

지역사회-기
업-NGO 협력.
2011~
참여형 공동체
프로젝트.

지역
사회,
기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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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그린디자인
프로젝트초록공간과
과 교육을
짓다, 와 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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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범주

지역
사회,
학교,
기관

사업명

주체 (파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2007년부터 굿바이 아토피 캠페인을 통해 학
교 친환경급식 지원, 전체 학급 유해물질 교
육, 텃밭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 아토피
캠프 등을 진행. 최근에는 어린이집, 보건소와
함께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아토피 없 여 성 환 경 연 대 ,
교육활동과 실내 환경 모니터링, 정책 제안.
는 학교 만 학교, 지역사회
2010년 아토피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진
(보건소)
들기
단과 관리지침 개발보고서 발행. 2012년 종로
구 어린이집 환경진단 및 관리방안보고서 발
행. 이밖에도 <아토피 예방을 위한 친환경 생
활 지침서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굿바
이 아토피 실천일기 OO의 마법일기> 등 발행

의견
(ESD 의미)

연도

지역사회-학
교-기업-기
관-NGO 협력. 2007~
공동체 프로젝
트.

(6) 연구
◦ NGO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는 전통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며, 여전히 부족한 범주이다. 지
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연구개발은 개념과 이론을 발전시키고 교육관을 정립, 교육내용의 질제고, 효과
성을 확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야이다. 관련 사례들은 다음 [표6]에 제시하였다.

[표6] DESD 동안 NGO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연구’ 범주 주요 사례

소범주

사업명

주체
(파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의견
(ESD 의미)

연도

2005년 시작하여 현재 6회까지 진행. 1회
에는 ‘환경운동, 경험과 지혜 나누기’를 주
제로 시작, 대중성, 운동성, 전문성을 기반
으로 한 전국의 환경현장 연구 과제를 정리,
평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 전국 각지의
활동을 공유하고 내용적 연대를 꾀하는 장
이 됨.

현장-이론을 연
결. 경험의 교류
와 소통. 내용적 2005~
연대와 공감대
확산.

지역 사회에서 다주체(민관) 협력을 위한 파
트너십 구축 모델 개발 연구, 네트워크를 통
한 지역맞춤형 환경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환경교육센터(통칭) 건립 추진
지역사회에 기
연구
반을 둔 환경 전국 환경연합 사례 및 현황파악, 전국 환경교육단체와 인
일반
교 육 인 프 라 환경교육 네트 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사회 환경교육
및 민관 환경 워크, (사)환경 내용적 인프라 구축, 환경교육 인적 인프라
(파트
구축; 센터형 환경교육교재 공동개발, 센터
너십 연구) 교육 파트너십 교육센터
형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교육; 지역 맞춤형
구축연구
(대상별) 환경교육 e-learning 콘텐츠 개발.
6개 단체 공동연구, 50여개 환경교육 네트
워크단체 교육 참여.

파트너십 모델
2005~
연구, 네트워크를
2007
기반 지역형 역
량강화.

학술
대회

시민환경
학술대회

시민환경
연구소

분과 패널 2│한국 시민사회(NGO)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과 사례

185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소범주

사업명

주체
(파트너십)

활동 내용, 성과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정형화된 교재가 없는
여건에서 시작된 플레이북 시리즈가 각 주
제를 가지고 격월간 발행물로 46호가 발행
되었음. 초기 신문형태로 발행되다가 2007
년부터는 스토리텔링+교육활동+플레이북
어린이환경놀
연구
이책 정기간행 (사)환경교육센 의 기능이 더해지면서 물, 공기, 에너지, 기
일반
후변화 등의 주제에서 이제는 먹는물, 우리
물 개발과 보 터
(교재
마을, 초록여행, 자연에너지, 착한소비 등
개발 연구) 급
주제영역도 확장, 세분화 됨. 이해하기, 생
각하기, 실천하기의 체계적 활동을 통해, 의
사결정, 체계적 사고, 참여와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됨.

연도

ESD의 주제영
역으로 환경교
육 영역을 확장
하였으며, 이해하
기-생각하기-실
천하기의 체계적
2007~
활동을 통해, 의
사결정, 체계적
사고, 참여와 실
천에 이를 수 있
도록 연구 개발
됨.

두 차례의 시민토양워크숍을 통해 토양교육
에 대한 높은 관심도 확인, 토양교구개발을
통해 내실 있는 토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의 가능성 넓힘, 녹색교육센터와 에코
샵홀씨가 토양교육과 교구개발 공동작업. 3
회, 토양전문가 3인, 일반시민 약 100명, 환
경교육 활동가 70-80명, 생태교육 전문가
8인,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지원사업.

단체별로 다양한
주제별 교재-프
로그램-교구 개 2011
발 연구가 수행
됨.

‘이웃(eeoot)’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가
능성과 사회적 책임 증진을 위해 결성. ‘이
웃’과 ‘한국컴패션’은 사회적 책임 국제 표
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보
고서 작성과 배포. 지속가능성 역량을 개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한국컴패션의 리더
들과 구성원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을 설명,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조직을 진단한 후 새
천년개발계획과 컴패션 사업을 연계하여 인
식하도록 사업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구
성). UNESCO ESD 인증 프로그램.

다양한 이해계관
계자들에게 ESD
개념 확산. 지속
2011
가능성 역량 개
선. 지속적 교육
활동에 기여.

아태 지역 환경 개선 행동 촉구를 위한 기
후 변화 교육 네트워크 활동으로 공동연구
수행. 아시아태평양지역 NGO의 환경교육
현황 파악, 아시아 지역 NGO 연대 및 정보
공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축,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 및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현황(정책과 프로그램, 개인과 정
부, 실제적 구조와 능력, 인적 자원, 기술 및
도구 등)을 조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변
화와 환경교육 컨퍼런스 개최.

국제간 네트워크
를 통한 기후변
화, ESD 주제 영
2011
역의 현황 연구
와 교류. 논의와
공감대 형성.

양평 두물지구의 생태학습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 4대강 국토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생명가치를 중
두물지구 생태
연구
(사)환경교육센
심으로 한 생태학습장을 개발하게 됨. 생명
학습장 관리운
일반
터, 한국환경교
가치 구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영과 프로그램
(프로
육연구소
농업, 생태, 생태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
그램 개발) 개발 연구
발과 운영관리 전략 연구. 자립형 센터의 실
현이 향후 과제임.

사회-경제-환경
적 차원의 통합
적 접근을 통한
2013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지역기반
연구.

흙속의 작은
우주를 찾아
연구
서(토양생태계
일반
녹색교육센터,
교구, 교재개
에코샵 홀씨
(교재
발을 통한 교
개발 연구)
육프로그램 개
발)

연구
일반
(역량
개발 연구)

연구
일반
(현황 연
구)

N G O 의 지속
가능성 역량
개발 프로젝트 이웃
- 조 직 실 행 (eeoot)
및 이해관계자
보고

Asia Pacific
지역 ESD와
CCE 현황 공
동연구

CLIMATE
Asia Pacific
네트워크
(Climate Change
Learning Initiative
Mobilizing Action
for Transforming
Environments in
Asia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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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및 결론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당사자로서 NGO는 대중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
학습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담당하고,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의 영역을 넘나들며 연계할
수 있는 NGO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 본 연구는 DESD 동안 NGO 영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문헌연구, 활동사례 수집, 자료 분석과 범주화, 범주화에 따른 주요사례 정
리, 우수 사례 선정과 기술, 마지막으로 성과와 한계, 시사점 도출 과정을 거쳤다.
◦ NGO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ESD에 대한 교육보다는 ESD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그 의미
를 알리는 일이 이후 활동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별로 ESD의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반영
하면서 각 범주별 흐름을 잘 드러내는 1~3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기술하였다. 범주는 크게 ① 대중인식확
산, ② 교육활동, ③ 역량강화, ④ 네트워크, ⑤ 협력, ⑥ 연구로 구분하였다. 각 범주별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로 대중 참여와 인식증진을 위한 NGO의 활동은 대안생활과 기후변화 주제의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
뤄졌으며, 이전에 비해 수평적 연대 확장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과 이
기간 전문성이 확장되면서 대중서 발간과 미디어 제작 보급 활동이 증대된 것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둘
째,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따로 또 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활동들을 수행해왔다. 특히 영역
간 총체적 연계나 통합적 시도가 많아진 것이 고무적이다. 셋째, 지속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둔 인적 역량
강화 활동이 확산되었는데, 시민지도자 양성은 양적으로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분화, 통합
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활동가 역량강화나 재교육도 증대되었지만 아직은 취약한 상황이다. 넷째, DESD
기간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와 진전으로 꼽히는 것이 네트워크와 협력활동의 활성화이다. 이를 DESD의
성과로 볼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 NGO 영역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촉발되
었으며, 그 질과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영역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고 여전히
미약하지만, 전문화 흐름들은 연구소 설립이나 기초연구 수준에서 몇몇 의미 있는 사례들로 감지되고 있
다. 이들을 종합해볼 때, DESD 동안 점차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의 경계가 낮아지고 서로를 보완하는
방향의 활동이 많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NGO 영역에서 ESD의 몇 가지 중요한 성과와 한계,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NGO 영역 ESD의 성과로는 조직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ESD 가치 확산, 환경교육에서 ESD으로의
개념 영역 확장과 함께 타 영역의 환경생태가치 통합 흐름, 그리고 마을, 지역, 공동체기반 사회적 학습의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역기관과의 적극적 형태의 협력 증가, 교육활동의 지속성 증대,
시민지도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양성과정의 내용적 분화와 양적 확산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 NGO 영역 ESD의 활성화와 성공의 요인들로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변화, 사
회적 흐름을 시의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NGO가 갖는 특수성과 함께 제도적 지원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
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의 발달, 평생학습에 대한 강조와 사회학습에 대한
정규학교들의 인식 변화 등도 NGO영역을 포함한 민간 영역에서 ESD의 기회 확대와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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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몇 가지 한계점들도 나타났다. NGO 영역에서 ESD의 지향에 맞는 교육은 확실히 많아졌지만
ESD에 대한 직접적 혹은 전략적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ESD가 강조하는 기능
영역에서 보자면 아쉬운 점이 많다. 참여공동학습, 문제기반 학습, 비판적 사고 기반 학습과 같이 전통적
으로 선호되어 온 기능 영역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학제 간 학습, 다주체 간 사회적 학습, 시
스템적 사고 기반 학습 등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치통
합, 조직적 연대, 마을-지역-공동체 기반의 ESD 사례들이 분명 눈에 띄게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한계도 갖는다. 한편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
연대와 파트너십에서도 한계는 있다. 파트너십 변화의 이면에는 제도권 교육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
서 시민사회교육이 갖는 특유의 자발성과 자생성에는 한계로 드러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NGO 영역에
적합한 ESD의 질적 관리 체계 부분이다. 비형식교육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관리
와 지원,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NGO 연구 영역의 범주가 전통적으로 취약한 것과도 연관된다.
- 이러한 NGO영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ESD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고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첫째, NGO 차원에서 의미 있는 ESD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ESD에 대한 소통, 논의, 연대, 협력의 장을 지속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주체들과 내용이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셋째, 비형식 교육
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NGO의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전략개발 노력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넷째, 현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을 들여다보고 방향을 제
시하거나 조언해줄 수 있는 현장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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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2

아시아 시민사회활동가 교육의 성과와 의미
(5·18아카데미 사례발표)

아

김찬호(전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1994년에 설립된 5・18기념재단은 지난 8월로 기관설립 20주년을 맞이한바 있다. 숭고한 5・18민주
화운동의 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해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재단은 2000년 광주인권상을 국제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시상사업으로 제정, 시행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 사업1)을 시작하였다.

1) 2013년 5・18기념재단 국제연대 사업현황

사업내용(사업개시연도)

사업내용

성 과

SDMA 연차워크숍(아시아민주주의지수개발/
국내외 시민사회 주요의제 공유 및 정례적
2 0 1 3 광 주 아 시 아 포 럼 아시아사법감시운동)
트라우마 국제워크숍/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 교류공간제공
(2005)
네트워크 교류행사
국제시민사회공모지원
국제행사대표단파견
5·18국제연대사업
SDMA(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운영
(2005)·
국외 시민사회단체 교류사업
국외동포단체연대

아시아 시민사회 활동의 지속적 지원
인적교류 활성화
국내네트워크를 넘어 국제적 활동전개
인적교류 활성화
오월기념동포단체와 연대 지속

5·18아카데미 국제활동가 한국민주화운동 및 아시아 민주주의, 인권운동 국제적 시민사회활동가의 네트워크 기회
과정(2005)
공유
제공

5·18인재육성(2001)

국제인턴파견 : 6명

관련 인재육성, 네트워크 가교역할

국제인턴채용 : 2명

관련 인재육성, 오월전문가 양성

MAINS 지원 : 3명(성공회대학교 협력)

관련 전문가 양성 지원, 산학협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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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18기념재단이 국내외적 연대활동을 추진한 주요한 배경귿 5・18민주화운동 이후로 군부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진상규명 요구 및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지한 수많은 해외단체, 각계각층의 활동가
들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성원과 지지를 잊지 않기 위해 특히 아시아에
서 광주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에 광주의 경험과 성
원을 전달하여 이를 되갚고자 한 것이며,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한국이 아시아에서 책임 있
는 역할이 필요했던 시점이기도 했다. 이 시점은 5・18항쟁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가들
의 관심은 광주를 방문하여 단순하게 추모시설을 관람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민주화운동과정 전체의
경험공유를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요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5・18기념재단은 이들에
대한 보다 집중화된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하고,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
비위원회2)를 2003년도에 발족하였다. 당시 준비모임은 광주에서 우선 논의를 시작하여 이듬해 2004년
7월에 국제연대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자들로 재구성 되었다. 이 준비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참가자 선발방법, 교육과정, 프로그램 명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재단이 예산확보가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준비모임부터 발족
한 데에는, 광주의 경험을 포함하는 한국민주화운동의 과정 공유를 요청하는 국제적 활동가들의 목소리
가 매우 높았으며, 또한 이와같은 교육연대활동이 우선적인 과제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은 난망
하다는 실무자들의 판단과 함께, 이를 통해 재단은 광주와 5・18을 넘어서서 국내외적인 민주주의와 인
권운동을 후원,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예견한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준비
위원회가 결정한 프로그램 진행방침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 인권학교 강의계획 연구 및 참가자 선발기준마련
• 인권학교 참가자 대상이 실무능력을 가진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이론적 강의는 지양
• 광주국제평화캠프 기간 중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아시아인권세션에서 다뤘던 내용 참고(각 국의

인권상황 발표 및 토론)
•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과정의 역사를 보여줄 만한 시점에 와있다면 우리나라 사례 발표에 대한 성공, 실
패, 진행과정(중점사항) 등을 제시(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강의 전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통역의 뒷받침 필요
•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결론
• 1주차 주제는 한국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구성
• 2주차 주제는 아시아 인권상황을 중심으로 구성
• 3주차는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구성
• 강연과 토론(활동가들 간 공유할 수 있는 주제로)을 적절히 배분
• 사전 강의주제를 제시하여 참가자가 강습 준비를 할 시간을 주자는 의견

2) 박
 은홍(성공회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박구용(전남대 철학과 교수), 조진태(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서정훈(광주시단
협 사무처장), 김종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팀장), 김희진(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이광수(아시아평화
연대 공동대표, 부산외대 인도어과), 이명곤(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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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3년의 기획안을 가지고 실행 후 수정과정을 거쳐 같은 주제로 매년 열 것인가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내용을 다룰 것인지 결정

준비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처음시작한지 1년 후에 2005년 1월 ‘광주아시아인권학교’이 처음으로 개
최되었다. 당시 20명 선발에 아시아지역 45명의 활동가가 응모하였으며, 준비위원회에서 이들의 선발심
사를 진행하였다.
처음 프로그램은 광주지역에 위치한 대학 강의실과 기숙사를 임차하였다. 프로그램은 3주간 진행되
었으며,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여곡절도 많았다. 당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어통역이었다. 대
부분의 강사들이 영어강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주로 순차통역이 이루어 졌는데, 예산문제로 전문통
역사를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아무리 통역이 문제없이 진행되더라도 순차로 이루어지다 보니 강의
시간도 매우 길어지게 되어 참여자나 강사의 피로감이 높았다.
또한 3주간 이들을 수용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지역 대학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고, 아시아에서 주로 참여한 활동가들은 1월의 한파 속에서 추위를 견디며 프로그
램에 참여해야만 했다.
제1회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과정
• 1. 10 : 오리엔테이션, 그룹 리포트 소개
• 1. 11 : 5·18민중항쟁, 국립묘지 참배, 시청각 교재
• 1. 12 : 군부독재청산 법적제도적 의미(안병욱), 사회적 의미(류시춘)
• 1. 13 : 노동운동(하종강), 사례발표(국제민주연대 최미경)
• 1. 14 : 학생운동(김동춘), 사례발표(정호기)
• 1. 17 : 제국주의 유산(정일준),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한홍구)
• 1. 18 : 아시아적 가치(박구용), 오리엔탈리즘(박홍규)
• 1. 19 : 문화적 갈등과 통합(홍석중), 사례연구(AHRC 산지와)
• 1. 20 : 이념 갈등과 국가 폭력(박래군), 사례연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정우)
• 1. 21 : 현장방문(판문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 24 : 시민사회와 NGO(참여연대 이대훈), 사례발표(광주시민협 서정훈)
• 1. 25 : 반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이해영), 분쟁과 평화(호주 Fernand de Varennes)
• 1. 26 : 개발독재(박은홍), 환경운동(임낙평)
• 1. 27 : 그룹 리포팅 발표 및 네트워킹
• 1. 28 : 답사(낙안읍성, 운주사), 수료식, 환송만찬

다행히도 1회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추진되었다. 첫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국
내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외단체에서도 강사를 초빙하여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1회 행사를 끝으로 광주아시아인권학교의 개최표기는 회수로 표시하지 않고 연도로 표기하게 되었다. 다
만 1회 사업은 2004년 사업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1회로 표기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2005년도에만 부득이 2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05년과 2006년의 인권학교는 프로그램상의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으나 개최시기는 여름 또는 가
을로 그 시기가 조정되었다. 또한 참여강사들의 강의참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3)을 정리하여

3) 2 006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정신 1. 목표 :
1.1. 아시아 각 나라/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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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였으며, 강의내용도 주제를 설정하여 운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
고 첫 3년간 누적된 문제점이 진행과정 상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실무진들은 큰 교훈을 얻게 되
었다.
◦ 2006 인권학교 과정

• 제국주의와 아시아
.
9
9.
9.
9.
9.
9.
9.

4(월) :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그룹 리포트 소개.
5(화) : 국립5·18묘지 참배, 사적지 순례.
6(수) : 제국주의와 아시아 1(이념갈등과 국가폭력, 이희수).
7(목) : 제국주의와 아시아 2(제국주의 유산, 이광수).
8(금) : 제국주의와 아시아 2(문화적 갈등과 통합, 이광수).
9(토) : 강의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10(일) : 그룹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준비.

• 한국 민주화운동사
 . 11(월) :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사 1(현대사, 정일준).
9
9. 12(화) :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사 2(민주주의 운동사, 조희연).
9. 13(수) :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사 2(과거청산, 조희연).

• 아시아 민주주의 운동의 과제
.
9
9.
9.
9.
9.
9.
9.
9.
9.

14(목)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이해영).
15(금) : 아시아 지역협력과 시민사회(박은홍).
16(토) : 아시아와 여성.
17(일) : 강의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18(월) : 판문점 견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화) : 한국 인권재단, 참여연대, 전태일기념사업회.
20(수) : 그룹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준비.
21(목) : 그룹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22(금) : 수료식, 환송만찬.

적으로 모색한다. 참가 학생은 아시아 각 나라에서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선발하므로(즉 단체 대표나 학생 혹은 학자
등은 선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선발 과정에서 나라, 성(性), 활동 분야, 나이 등이 고려되어 적절하게 안배됩니
다) 활동가들에게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이론에 대한 이해에 대해 중점을 둔다.
1.2. 아시아 각 나라/지역에서 참가한 현장 활동가들 간의 연대를 구축하도록 한다. 각 나라/지역의 활동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 연대이지만 아시아의 활동가들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다. 따
라서 교육은 활동가들 간의 문제 공유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연대 방안에 대해 강의(혹은 토론) 하도록 한다.
2. 체제 :
2.1. 비록 아시아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동질성을 갖춘 개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공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유산에서부터 신자유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의 과
정에서 공부함으로써 운동의 과제와 목표를 공유하고 그를 바탕으로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2.2. 아시아 각 나라/지역의 활동가들이 요구하는 한국의 인권 운동사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체제를 갖춘다. 즉, 아시아
각 국/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예컨대, 국가 폭력, 과거 청산, 집단 갈등 등)은 한국에서 일정 부분 극목을
하고 있거나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그들과 공유하는 데 중요성을 둔다. 단‘한
국 인권 운동의 수출’과 같은 편협성은 지양한다.
3. 운영 :
3.1. 강사는 담당하는 과목의 성격에 맡는 포괄적인 기초적이고 내용을 강의하되 반드시 참가 학생들이 해당하는 각 주
제가 자기 나라/지역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발표하고 그 문제들을 묶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
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사는 학생들과 방과 후 따로 시간을 가져 좀 더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을 갖도록 한다.
3.2. 강의 후 강사는 학생들의 반응과 자신이 생각하는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운영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향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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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2006년 강의장소로 적합한 시설을 섭외하지 못해 결국 인권학교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가
톨릭평생교육원 강의실을 빌러 사용하여, 숙소는 인근 모텔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여한 아랍지역 참가자들은 강의실에 걸린 십자가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운영진들은 이들 활동가들을 학교에 참여한 학생으로 생각하였고, 참가자들은 여느 워크숍에 참여
한 NGO활동가로 대우받기를 원했으니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고 조절되지 못한 운영진들의
경험부족에서 생긴 것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이 수업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자습시간까지 의무적으로 부
여하여 활동가들의 불만을 샀다. 이외에 영어강의를 잘하지 못하는 강사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으며, 남성
강사들로만 이루어진 불균형에 대한 불만, 매 강의내용에 대한 과제제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아랍계 참
가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식단들은 참가자들의 평가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사업담당자들의
미숙한 프로그램 운영은 결국 참가자들과 크고 작은 언쟁으로 이어졌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 속에서
조금씩 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2006년 행사는 그동안 미숙한 진행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
었다.
재단은 2006년 사업수행에서 얻은 평가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한편 개선점을 찾아 이를 반영하여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참가자 모집에는 무려 190명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20명 참가
자 선발이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반영된 개선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아시아인권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방적인 ‘교육’이라는 단어는 ‘공유’ 또는 ‘이해’로 대체한다.
2.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활동가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의 기본 개념은 유지하되, 참가자들에 대한 운영진의
인권감수성은 높이도록 한다.
3. 강의 후 과제제출, 강의 준비 등 불필요한 활동은 시행하지 않는다.
4. 영어강의가 가능한 강사들로 강사진을 가급적 구성한다(참가자 평가 진행반영).
5. 특정 종교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6. 참가자들은 경력별로 초급(3~5년), 중급(5~7년), 지도자과정(7~10년)으로 구분하여 선발4)하고, 통합형
강좌와 수준별 맞춤 강좌를 제공한다. 또한 지도자 과정 참가자들은 강사로 참여한다.
7.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역민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8. 여성 강사의 비율을 높이고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9. 프로그램 기간 중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피로를 풀 수 있는 야외활동을 진행한다.
10. 참가자 단체 활동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정규강좌 시간으로 편성하여 참여도를 높인다.

4) 

구분

공통 주제(1주차)

그룹별주제(2주차)

그룹별(3주차)

기대목표

지도자연수과정

한국민주주의운동사
5·18민주화운동
관련기념사업현황
과거사청산

집필활동, 특강참가

단체방문, 연구활동

연구활동

기념사업 운영이론

-

기념사업추진의 이해

실무기술 학습

-

실무활동가 양성

중급실무자과정
초급실무자과정

분과 패널 2│아시아 시민사회활동가 교육의 성과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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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를 시도한 2007년 과정은 내용상으로 참가자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얻었으며, 운영진의 만족
도 또한 매우 높았다. 특히 교육과 교류라는 두 가지의 방향을 균형감 있게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
족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6년에 처음 강사로 참여한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당시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성
공회대학교에서 아시아시민사회석사과정(MAINS)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성공회대학교와 5・
18기념재단은 교류협정을 맺고 광주아시아인권학교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성공회대 MAINS 과정에 참
여할 경우 우선 선발을 하며, 이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재단에서 하기로 하고 즉시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프로그램 운영을 1회성으로 끝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민사회
지도자를 육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성공회대학교는 우수한 시민사회 예비지도자들을 우선적으로 확
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사실 이를 두고도 지역의 교육기관에서는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실무진
은 오히려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싶으니 이들이 영어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여 이
를 잠재웠다.
또한 2007년에는 행사 종료 후 인권학교 강의록과 참가자들이 가져온 단체 소개 유인물, 자료 등을
국내 단체에 발송, 프로그램 홍보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결과 2008년부터는 인권학교 지원
자의 수가 20명 선발에 3~400명이 전 대륙에 걸쳐 접수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아프리카 지원자도 참가
자로 선발하여, 이 자체로서도 광주아시아인권학교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0년에는 2004년부터 3년주기로 추진되어온 인권학교의 3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다. 재단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반영하
는 프로그램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국가폭력과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하여 현장학습과 이론강좌를 동시
에 진행하며, 5・18진상규명과 관련 특별법의 제정, 책임자 처벌 등 일련의 법제화 노력에 대해 집중강의
를 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성공회대학교 MAINS 과정이 진행하는 여름학교 과정과 일정을 맞춰 인
권학교 참가자가 참여함으로써 교육부분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였고, 보다 다양한 참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하였다.
한편 참가자 선발방식도 개선하여 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뿐만 아니라 몽골, 대만 등에서도 정책적으
로 참여자를 선발하기로 하여 시행하였다. 한가지 재미나 사례는 아프가니스탄 UN재건지원단에 파견되
어 활동하던 한국인 고위직원의 요청으로 지원단 소속 아프가니스탄 직원을 인권학교 과정에서 정책적
으로 수용하여 이들에게 한국의 민주화 발전과정을 교육하게 되었는데, 이 한국인 고위직원의 말에 따르
면 한국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이 개발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어 고민하였는데 마침 5・18기념재단이
광주아시아인권학교를 개최하여 이곳에 파견교육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내용이었다. 이는 인권학교가 동
분야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5・18기념재단 2010년 인권학교 당
시 아프가스탄 UN재건지원단 참가자들의 공동명의로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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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권학교 과정

일자
8월 9일(월)

내용
10:00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다큐멘터리 5·18시청
14: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5:00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기념사업회) 성공회대 조희연
09:45 판문점 견학

8월 10일(화)

13:30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김대중 도서관 소개(도서관장)
14:30 특강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연세대 문정인)/ 강연 후 도서관 내 전시실 투어
19:00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10:30 참여연대

8월 11일(수)

14:00 한국현대사(고려대학교) 고려대 정일준
19:00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10:30 난민인권센터

8월 12일(목)

14:00 ODA Watch
18:00 한국의 국가폭력과 과거사 청산(피정의 집) 성공회대 한홍구

8월 13일(금)

10:00 성공회대학교 MAINS방문/ 특강 : 아시아의 식민지 지배와 서구의 지배전략 성공회대
양권석
14:00 민주화운동과 문화예술(성공회대학교) : 성공회대 백원담

8월 14일(토), 15(일)

서울→광주, 자유시간

8월 16일(월)

10:30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14:00 5·18기념재단 방문/ 5·18기념재단의 설립과 활동
왜 아시아 인가? 부산외대 이광수

8월 17일(화)

5·18특별법과 법제화 과정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인권재단 이성훈

8월 18일(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치유 Loreine De la Cruz
기념사업 워크숍
5·18과 문화운동신명 박강의

8월 19일(목)

개발과 인권, 여성인권의 과거와 현재시민사회연대 양영미
미디어 기기 실습

8월 20일(금)

체육행사/ 연대의 밤

8월 21~22일

홈스테이, 자유시간

8월 23일(월)

미디어와 홍보

활동가 교육훈련 운영

풀뿌리 NGO 운영

펀드레이징 실무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8월 24일(화)

증인진술과 진상규명

군사지역의 인권침해

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운동

고문피해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운
영의 실제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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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NGO센터방문/ 지역의 시민운동과 인권정책
8월 25일(수)

14:00 광주환경운동연합 방문/ 풀뿌리 환경운동의 실제사례
16: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소도시 인권조례 운동

8월 26일(목)
8월 27일(금)

그룹별 과제 발표 및 평가
17:00 인권학교 수료식
참가자 귀국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2012년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5・18기념재단은 국제적인
시민사회활동가를 위한 광주아시아인권학교와 국내시민단체 활동가를 위한 5・18아카데미를 카운터 프
로그램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업들은 각기 교류연대팀과 교육문화팀에서 추진하였는데 2012년 프로그램
운영을 교류연대팀으로 통합하면서 사업명을 ‘5・18아카데미’로 통합하고 대신 국내단체활동가 과정, 국
제단체활동가 과정, 기념사업전문가 과정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분리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과정이 통
합되면서 참여한 활동가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사실상 거의 학교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미래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였었다.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5・18아카데미 국제단체 활동가 과정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
었다. 또한 5・18기념재단의 국제연대사업은 동 교육사업에 참여한 200명의 인적네트워클 아시아 전역
에 연결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5・18기념재단은 이들이 속한 우수한 NGO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
능한 네트워크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업주체인 5・18기념재단은 의사결정권자의 이
해부족으로 국제적 연대사업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동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왜곡, 축소된 상태
이다. 그동안 이 교육사업에는 34개국 214명이 참여하였으며, 해마다 지원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재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예견한바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
타깝게도 현재 인권학교 과정은 어려움에 처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면서 이러한 교육연대활동에 있어 몇가지 주요한 교훈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
기고자 한다. 첫째 국제적 교육연대활동은 그 배경과 지향점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교
육활동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교육은 포럼이나 워크숍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깨
달아야 한다. 셋째 국제적 연대활동을 담당할 관련 인재확보와 이를 위한 꾸준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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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아카데미2(광주아시아인권학교) 개최현황

연도

장소

2004년 / 05년 1월

참가인원

국가수

여

남

계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7명

13명

20명

14개국

2005년 11월

광주광역시공무원 교육원

11명

11명

22명

15개국

2006년 9월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10명

10명

20명

13개국

2007년 9월

광주광역시공무원 교육원

10명

14명

24명

12개국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10명

13명

23명

12개국

2009년 9월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11명

9명

20명

13개국

2010년 8월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10명

11명

21명

14개국

2011년 8월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11명

11명

22명

16개국

2012년 8월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9명

11명

20명

15개국

2013년 8월

5·18교육관

7명

15명

22명

18개국

96명

118명

214명

34개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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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민교육
현장사례보고회
•••
좌장 : 김선미(중앙대)
토론 : 쟝잉민(베이징사범대)

아라카와 히로노리 (기타큐슈공업고등전문학교)

부탄 교육 사정으로부터 살펴 본 국제이해 - 글로벌 인재 교육과 GNH의 공존은 가능한가?
카자마키 히로시 (가나자와켄리츠아사오고교)

‘사회과 2.0’으로서의 매니페스트 리퀘스트 워크숍
최병섭, Jason Loghry (경남 어방초)

Bird observation club 운영을 통한 세계시민성 신장
박애경 (서울서원초)

국제개발협력교육의 초등교육현장 적용방안

자유분과 1

부탄 교육 상황으로부터 살펴 본 국제이해
- 글로벌 인재교육과 GNH의 공존은 가능한가? 아라카와 히로노리(北九州工業高等専門学校)

1. 본 발표 내용
2013 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발표자는 공
문국제장학재단의 지원으로’행복의 나라’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부탄 중등 교육 ・고등
교육 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본
발표에서는 현지에서의 교육 내용과 실천 상
황에 대해 인터뷰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
시하고자 한다. 중국·인도라는 대국에 끼어
있고 인구가 70 만명 미만인데 반해, 사용 언
어가 몇 종류나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육 조사에서 보여 진 것은 치열한 경쟁 사회였다. 발표에서 그 상황을 제시
한 후, 왜 그러한 경쟁 사회가 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 사례를 살펴본 후, 민족·언어가 다양한 지역에서의’국제 이해’내지’지구 시민’을 위한’이상적인’
교육은 어떠한 것인가? 이번 조사에서 깊이 느낀 국민 국가로서의 교육이라는’현실 그리고 절실한’문제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계 시민 교육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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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탄과 GNH
1976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제5회 비동
맹제국회의에 참석한 부탄 제4대 국왕 지그메
싱게 왕추크는 "Gross National Happiness is
more important than Gross National Product"라고 말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제 지표에
만 의존하는 사고 방식에 파문을 던졌고, 일본
에서도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동시에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해
석되었다. 실제로 최근 설문 조사에서 행복하다
고 느끼는 부탄 국민이 많다고 미디어에서도 다
루었지만, 그 조사 방법 자체에 고려할 점이 있
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으로 어떻게 ‘나름대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위
해 국제 사회에 GNH 개념을 제시한 것 자체는
평가받을 만하다. 교육에 관해서는 GNH의 개
념을 국가 교육 과정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몇
년 전에 시작된 곳이다. 모든 대학(국립 10개교, 왕실 관계의 설립에 의한 사립 학교 1개교)에서 GNH반을 개
강하는 움직임과, 매년 3 분의 1씩 전국에서 (2도시와 13존카쿠(현에 해당)) 초등, 중등 학교 교원을 연수
시켜 교육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자 하고있다. 제2도시 팔로에는 GNH 연구소가 있지만, 이곳은
미국 등의 연구자들이 중심이되어 진행하고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선대 국왕의 제창이었지만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무
엇보다 GNH는 정신적·철학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 반영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기존 라이프 스타일의 표상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국제 사회의 큰 반응으로 오히려 그 개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부도 진지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
적으로 GNH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3. 부탄 교육에서 보는 국가전략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자치구, 남쪽으로 인도공화국과 대국에 끼어있는 부탄에서는 이웃
나라인 시킴이 인도에 병합되는 역사도 있어서 항상 정치적 긴장과 개발 도상국이라는 측면 속에 존재해
왔다. 현재 부탄은 원칙적으로 인도와의 관계가 강하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력 공급, 정부 간 재정 원조(주
요 산업인 수력 발전소 건설, 대학 건설, 인프라 정비)와 군사면(부탄 국내에 인도군 주둔)에서의 협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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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탄 자체가 인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인구는 70 만명 정도인데 모국어는 종카
어·샤촙어·네팔어 등 다양하다. 따라서 초
등 교육에서 전과목(국어 종카어를 제외) 수업
에 영어 교육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
라, 국외에서도 활약 할 수 있는 인재, 언어적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있다.
교육도 인도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일제 고사에 의해 중등 교육 단계에서 수료할
것인지, 고등 교육을 받을 지가 결정된다.
발표자는 여러 중등 교육 학교(고등학교·중학교), 대학을 방문했는데 이’국제 표준’은 교원에게도 요
구되고 있어서 중등 교육 학교의 교장에게는 석사 학위가 장려되고 있었다(반드시 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
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학위도 필요하다는 것). 국내에서는 석사 학위를 주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국비 또는

각국 정부장학금을 통해 외국 대학에서 받아 오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학위 취득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각 교원이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학술·교육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4. 부탄 교육의 문제와 전망
발표자는 1개월 가까이 부탄 국
내의 다양한 지역과 교육 기관에서 청
취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가운데 문제
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예를 들
어, 향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문
맹률, 동서의 소득 격차, 교육 중퇴자에
대한 관리가 없는 상태, 국내 일제 고사
점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고있는 고교
생이 많다는 문제, 집단 생활에서 오는
왕따 문제, 학생 자살 등이다. 이들은
교육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도 GNH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은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 강의를 견학하며 느낀 것은 교육 수
준은 대체로 높다는 것과, 무엇보다 학생들의’세계를 향해 나가려고하는 눈’이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세
계를 개척하기 위해 국제 이해(이웃 나라와 SARRC 국가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지만)의 필요성을 교원·
학생 모두 인식하고 있던 것은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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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탄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부탄은GNH라는 개념을 세계에 알리는 국가로만 알려진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작은
나라이기에 있는 발전, 그것을 위해 국제적인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부분, 차세대를 만들겠다는 생
각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조사였다. 그들에게 국제 교육은 살아 가기 위한 양식이고, 세계화의 물결
은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국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GNH의 개념을 재창출하는 과정을 현재 따
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일본에서’우리다움’이란 무엇일까? 국제 사회에 접근함에 따라 인식하는 질문이지만 각자의 미래(경
력)과 국제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켜 갈 것인가? 발표를 통해 한일 국제 이해 교육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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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과 1

ブータンの教育事情から探る国際理解
-グローバル人材教育とGNH並存の可能性-

International Understanding
from Educational Environment in Bhutan
-Possibility of coexisting education
for global human resources and GNH-

荒川 裕紀
ARAKAWA,Hironori
北九州工業高等専門学校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 Kitakyushu Campus

ブ

当発表の内容
2013年7月から8月にかけ、本発表者は公文国際奨学財団の支援で「幸せの国」
として国際的に話題と
なったブータンの中等教育・高等教育の実際についての現地調査を行った。
当発表においては、当地での教育内容や実践の実情に関して、インタビューなどから知りえた情報
の提示を行う。中国・インドという大国にはさまれ、人口が70万人弱であるのに対し、使用言語が何種類も
存在するこの国においてどのような教育が行われているのか。教育調査の中で見えてきたものは、厳しい
競争社会であった。発表の中ではその実態を提示した上で、なぜそのような競争社会となってい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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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考察を行う。
この事例を考えた上で、民族・言語の多様
性のある地域での「国際理解」ないしは「地球
市民」のための「理想的な」教育はどうあるべ
きなのか。今回の調査で深く感じた国民国家
としての教育という
「現実のそして切実な」問
題との間で何ができるのか。世界市民教育の
方向性を考える上での報告としたい。

2、ブータンとGNH
1976 年のスリランカ・コロンボにおける
第 5 回非同盟諸国会議に出席したブータンの
第 4 代国王のジグメ・センゲ・ワンチュックは
“Gross National Happiness is more important than Gross National Product .”と語った。
これは、先進国の経済指標にのみ依存する考
え方に一石を投ずるものであり、日本でも物質
的な豊かさと同時に精神的な豊かさを表すも
のとして肯定的に捉えられてきた。実際、近年の
アンケートでは幸せに感じているブータン国民が多いとしてマスメディアでも取り上げられたが、その調
査手法自体に考慮する点があったこといわれている。
しかし、開発途上国として、
どのように
「自分なりに」発展していくのかを考えながら行動するために国
際社会にGNHの概念の提示を行ったこと自体は評価されるであろう。教育に関しては、GNHの概念を国
民のカリキュラムを導入する動きが数年前
に始まったところである。全ての大学（国立
10 校、王家関係の設立による私学 1校）に
おいてGNHクラスを開講する動きや、毎年
3分の1ずつの全国における（2 都市と13の
ゾンカク
（県にあたる））初等中等学校の教
員を研修して教育の中に取り込むことを行
わせるプランを進行させたいとしている。
第2 都市のパロにはGNHの研究所が出来
ているが、
これはアメリカなどの研究者が主
となって進めている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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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らから見えてくることは、先代国王の提唱であったものの、
これまでは具体的政策に反映させてこ
なかったことである。
もっともGNHには精神的・哲学的な部分を含んでいるために政策反映は難しく、国
民多数の既存のライフスタイルの表象であったとも考えられるため、その必要が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
い。
しかし、近年の国際社会の反応の大きさから、逆にその概念の大切さを再認識し、政府としても本腰
を入れてさまざまな分野で戦略的にGNHを取り込んでいこうという姿が伺えた。

3、ブータンの教育から見る国家戦略
北に中華人民共和国チベット自治区、南
にインド共和国と大国にはさまれているブー
タンでは、隣国のシッキムがインドに併合さ
れる歴史もあり、常に政治的緊張と開発途上
という側面の中で存在してきた。現在のブー
タンは、原則インドとの関係が強い。具体的に
は労働力供給、政府間の財政援助（主要産業
である水力発電所の建設、大学の建設、イン
フラの整備）や軍事面（ブータン国内にインド
軍が駐留）
での協力があり、
ブータン自体インド抜きでは語れない。
人口が70万人程度で、言語的にも母語がゾンカ語・シャチョップ語・ネパール語など多岐に渡ってい
る。そのため初等教育からの全科（国語ゾンカ語を除き）英語教育のシステムを採っている。そのことによ
り、国外に出ても活躍できる人材、言語的ハンディを負わないための教育が行われている。教育もインド
式で行われており、全国での一斉考査によって中等教育の段階で修了するのか、更なる高等教育を受け
るのかが決まる。
本発表者は複数の中等教育学校（高校・中学校）、大学を訪問したが、
この「国際標準」は教員にも求
められており、中等教育学校の校長には修士号を取ることが推奨されていた。
（必ずしも教育に限ったも
のではなく行政などの分野の学位なども必要であるとのこと。）国内では、修士号を与える大学がないた
めに国費や各国政府の奨学金によって諸外国の大学で取ってくるシステムが採られていた。大学でも学
位取得が懸案事項として挙がっており、各教員が諸外国にて学位を取得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
っている。
これは学生たちも同様であり、その意味で「学術・教育のグローバル化」は進んでいる。

4、ブータンの教育における諸問題と展望
発表者は1月近くに渡って国内の様々な地域や教育機関での聞き取り調査を行ったが、その中で問
題が多くあることを認識した。例えば、向上はしているがいまだに低い識字率、東西の所得格差、教育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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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者へのケアが存在しない状態、国内
一斉試験のスコアのためにストレスを
抱えている高校生が多い問題、集団生
活から来るいじめの問題、学生の自殺
などである。
これらは教育省などでも憂
慮している問題であり、そのための方策
としてもGNHに着目しているということ
もある。
確かに負の側面はある。
しかし教
育現場にて様々な授業・講義も見学さ
せていただいた時に感じたのは、教育レベルは総じて高いということと、何より学生・生徒たちの「世界
に打って出ていこうとする目」が輝いていたことである。自らの世界を切り開くために国際理解（隣国や
SARRC諸国がどうしてもメインとなるだろうが）の必要性を教員・生徒・学生ともに認識していたのは印象
的であった。

ブータンの事例から何を学ぶのか
GNHという概念を世界に発信する国としてのみ語られがちではある。
しかし今回の調査で小国だか
らこその発展、そのための国際的な人材の育成に力を注いでいる部分、次代を創ろうという思いを切実
に感じることが出来た調査となった。彼らにとって国際教育は、生きていくための糧であり、
グローバル化
の波は否応なしに押し寄せてきている。国際社会を生き抜くからこそのGNHの概念を再創出している過
程をちょうど現在たどっているようにも感じられた。
日本における、我々らしさとは何であるのか。国際社会が近づくことで認識する問いであろうが、各人
の将来（キャリア）
と国際教育をどのように結び付けていくのか。発表を通じて日韓の国際理解教育が抱
える問題点を考えてみ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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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ifesto request workshop lesson
as Social Studies 2.0
Hiroshi Kazamaki
Kanagawa Prefectural Asao High School / Sacred Heart Women’s University

1. What is Social Studies 2.0?
1.1 Creating independent citizen who is living in the real world where there are
no correct answers

Th

In Japan, the subject of social studies began about half a century ago. How much we could
have improved the social studies since then? I dare to use the word of Social Studies 2.0 in order
to compare and clarify Social Studies 1.0, the older one.
Rechters Naoko who studies on the education and social issues in Nederland once said, "In
Japan, school climate has left students very dependent, so the competitive principle became a
main drive of Japanese economy-oriented education system."
Japanese business-persons working as if they were soldiers are selected in Japanese education system by the entrance examination, which require correct answers. The Social Studies in
Japan is also in the same situation. The first characteristic of Social Studies 1.0 is requesting to
memorize correct answers. But on the other hand, Social Studies 2.0 will create the independent
citizen who is living in the real world where there are no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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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sing participatory method or workshop
When Nation State established in the 19th century in Europe, National Education also began.
National Education practiced in  "chalk and talk" method in order to inform knowledge efficiently. Social Studies 1.0 also has been using this method.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Social Studies
1.0 is this "chalk and talk" method. On the other hand, Social Studies 2.0 adopts participatory
workshop style, which has been used in Development Education or Multi Cultural Education
recently.

1.3 Bringing a real political field in education
Cultivating any political concerns to the students is one of the serious problems of Social
Studies 1.0. I think the official order " Order for Political Education and Political Activity in High
School " caused the problem. This official order was mad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1969.
Influenced by the French Social Revolution of 1968, the Student Power Movement also had
been spread in Japanese university. Likewise this movement had been spread in Japanese high
schools. The official order was announced around that time. It considers that a high school student is under-age, and they have no right to vote, so the government assumed students in Japan
should not be political. At that time, many high school teachers restricted the students and had
them abandon their political activity under this government’s policy.
National Referendum Act will change the adult age in Japan to 18 years old soon. Considering that, we should change or abolish this old policy. But that official order still has an influence on the board of education and principals bureaucratically. On the other hand, Social
Studies 2.0 must bring a political reality in education in order to foster the independent citizens.
In the real political learning, students can acquire peaceful and legal sens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gal tools.
Then Social Studies 2.0 should be important. Its purpose is to create independent citizens
who are living in the real world where there are no correct answers. The participatory method
or workshop should be utilizing. In Social Studies 2.0, teachers don’t hesitate to bring real political issues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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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at is the manifesto request workshop lesson?
2.1 Participatory study on manifesto

Recently in Japan, many political parties make policy papers, which is called "manifesto". I
had been thinking to develop participatory style lesson on manifesto.

2.2 Apply Manifesto Cycle to the manifesto request workshop lesson
I would like to apply Manifesto Cycle in the manifesto request workshop lesson. Manifesto
Cycle is one of the approaches to realize citizens’ proposal. Political leader needs citizen’s support as the candidate. The candidates should respond to citizens’ proposal. So, citizens make
their own policies for their proposal. After the election, citizens evaluate the political leader
by her/his action that could realize policies of the citizens. Citizens judge political leaders, and
decide whether they support her/him who can make an action, or will not support who doesn’
t make an action. It is like PDC (Plan Do Check) cycle. Similarly, students could request their
proposal to political leaders. This is the manifesto request workshop lesson.

3. Practice of the manifesto request workshop lesson
3.1 Aim and background

I originally intended to invite some city assembly members to my class. But the principal ordered me not to do so. Even if I could not invite them, I think it would be possible to ask them
to give students their opinions. The idea of the manifesto request workshop lesson innovated at
that moment. I have done these lessons three times, in 2009, 2010 and 2013. In 2010 and 2013,
we had the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So I organized a mock vote at the same time.

3.2 Outline
<Preparation >
As preparation of the lesson, you would be better to teach your students Constitution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자유분과 1│The manifesto request workshop lesson as Social Studi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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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eriod>
Students are formed into small groups. Then, using the brainstorming method, students
discuss the political problem referring to the Constitution. Students are encouraged to take
critical view. Those problems are wrote down on Post-It. Second, the students narrow down the
problem and make their own policy using KJ(Kawakita Jiro) method.
<2nd period>
Students choose the most important policy and fulfill the worksheet mentioned below.
(Items of the worksheet)

ⅰ: members of the group, name of the group
ⅱ: the political problem
ⅲ: policy (content, numerical target, period, schedule, scale, key person, method on practice, name
of the policy etc.)

ⅳ: what is related article of Constitution, fundamental human rights or acts
ⅴ: results or goal of the policy
ⅵ: budget plan (tax, donation, or civil voluntary activity)
<3rd period>
Each group prepares the presentation sheets and how to express them.
<4th period>
Each group makes a presentation. After their presentation, students judge policies shown
by the other students. The policies, which get high evaluations are chosen and send to political leaders or candidates.
<5th period>
After political leaders or candidates send back their opinions and comments, students do
mock vote considering political leaders’ opinions and comments.

4. Examples of student’s policies and political leaders’ opinions and comments
4.1 Student’s policy
Amend Article 9. Add cause 3 to Article 9.
Cause 3 prohibits exercising collectiv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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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olitical leaders’ opinions and comments
A
Opinion: "No"
Comment is
"If Japan abandon the right of collective defense, Japan does nothing when U.S. is attacked,
otherwise U.S. helps Japan when Japan is attacked. Is this right or not?"
B
Opinion: "Yes and No"
Comment is
" Japan couldn’t use the right of collective defense because of Article 9. So, we don’t need
any change of the Constitution.
C
Opinion: "No"
Comment is
Article 9 bans the right of fight, so Japanese Constitution doesn’t approve the right of collective defense.

5. Students’ impression of this lesson
"Usually we couldn’t experience such a lesson. So it was fun for me. Ordinary I do not
expect much from the lessons and I forget which I found in lessons, but this time, I found this
class meaningful and I hope that I could hear political leaders’ comments immediately."
"Still I can’t vote, but reading the comment written by political leaders, I have a certain political idea now. So I’ve understood which leader is critical, kind or not."

6. Conclusion
In 2013, I have received the prize for excellence in promotion for manifesto because of
this "manifesto request workshop" lesson.
Although Kanagawa prefecture board of education encourages to do group discussion nowadays, I think there is the certain political barrier. Bringing political reality in education still has
serious hardship.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tudents’ rewards. They gave me good evaluation for this

자유분과 1│The manifesto request workshop lesson as Social Studi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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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Ev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uld do this type of workshop. I hope many students
will have these experiences that my students have received in these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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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과 1

「社会科2.0」
としてのマニフェスト・
リクエストワークショップ
風巻 浩
神奈川県立麻生高等学校 / 聖心女子大学

1．
「社会科2.0」
とは？
1.1 正解のない現実世界を指向する自律した市民のための学習
日本で社会科が始まって、半世紀以上たった。その間、社会科はどのくらい深化をしてきたのだろう
か。新しい社会科をめざす意味で、既存の社会科を「社会科1.0 」
とし、それを超えていく新しい社会科を
「社会科2 .0」
と名付けたい。オランダの教育と社会に関する研究家であるリヒテルズ直子は、日本の教育
では「市民を自律的にさせないことで、競争原理による経済発展至上型の学校教育に成功してきた」
と述
べる。
日本の教育活動において、その目的は、
「「正解」を見つけるための受験のための暗記的学習をする
ことによって、各種「産業戦士」を選別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と考える。社会科も同様である。
この
ような「正解」の「暗記」を求める社会科の現状を「社会科1.0 」
とする。
これに対して、
「正解」のない現実世
界に対応していこうとする自律的な市民を育む社会科を「社会科2.0」
とする。

1.2 参加型学習・ワークショップという学習方法をとる
19世紀以来、国民国家の成立とともに
「国民教育」がおこなわれてきた。
「国民教育」は知識の効率的
な伝達方法として「黒板」を背にした「チョークアンドトーク」による
「一斉授業」
という方法を編み出した。
社会科教育もまた、基本的にはこの方法が一般的な教育方法となっている。
これも
「社会科1.0」の特徴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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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
これに対し、
「開発教育」
「多文化教育」等において注目を集めてきた、参加者自らが体験のなかで
学び気づいていく
「参加型学習」
「ワークショップ」
という学習をおこなうのが、
「社会科2.0」の特徴である。

1.3 リアルな現場としての政治を入れ込む
「社会科1.0」のもう一つの問題は、指導要領にもある
「良識ある公民として必要な能力と態度」や「国
際社会に主体的に生きる日本国民としての自覚と資質」を発揮するような「リアルな現場」を若者自身が
持てないことである。
この原因の一つは、最初に述べた「受験的・暗記的学習」にあるのだが、更に問題な
のは、1969年10月の文部省（現文部科学省）通達「高等学校における政治的教養と政治的活動について」
なのではないか。
1968 年、パリの「5月革命」を代表とする世界の動きは、日本にも飛び火し，1969年1月の東大「安田講
堂」事件に象徴されるような大学紛争が起こる。高校でも、いわゆる
「高校紛争」が生じた。
この時、文部省
は、
この通達をおこなうこととなる。
ここでは「生徒は未成年者であり、民事上、刑事上などにおいて成年者
と異なつた扱いをされるとともに選挙権等の参政権が与えられていないことなどからも明らかであるよう
に、国家・社会としては未成年者が政治的活動を行なうことを期待していないし、むしろ行なわないよう
要請しているともいえること」
とされた。当時、少なからざる学校でおこなわれていた「高校紛争」への「指
導」がこの通達の下に行われることとなった。
この通達は、18歳での国民投票が視野に入った今、現代的な視点で大幅な書き換え，あるいは撤回
することが必要な時期に来ているといえよう。
しかし、現場、特に管理職・教育委員会に存在する、高校生
を政治に関わらせたくない、
という意識にはこの通達の影響がないと言えないだろう。
これに対して「社会科2 .0」は社会の形成者・主権者である
「自律した市民たち」を育成するために、必
然的に「リアルな現場」
としての「政治」を教育の一環に持ち込む。
また、
「憲法」に従った「平和」で「合法」
的な若者たちの政治的活動をも指向するものとなるだろう。
このように
「正解のない現実世界を指向する自律した市民のための学習」
であり、そのために
「参加型
学習・ワークショップ」の方法を多用し、
「リアルな現場としての政治」を教育に持ち込むことを躊躇しない
社会科を「社会科2.0」
と規定したい。

2．マニフェスト・リクエストとは
2.1 マニフェストに関する参加型学習
2003年の公職選挙法の改正により、選挙期間中でもマニフェスト
（政策提案）を配布することができ
るようになった。以後、政党によって呼び名は必ずしも
「マニフェスト」ではないが、各政党が現状の問題
点、自らの政策、その財源などを明示した文章を配布し選挙をおこなうことが、少しずつ一般的にな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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きた。マニフェストを取り寄せ検討する、
といった授業実践もおこなわれていったが、
これを参加型学習・
ワークショップとして発展できないかと考えたのが、一連のマニフェスト・リクエストの授業実践である。
2.2 マニフェスト・サイクルの応用としてのマニフェスト・リクエストワークショップの授業
マニフェスト・リクエストワークショップの授業は、マニフェスト・サイクルの思想を学校現場に応用し
たものである。マニフェスト・サイクルとは、市民が作製した政策提言を実現する方法の一つである。政策
提言に関する質問状を選挙候補者に送り政策案に賛同した候補者を応援したり、
また、政策案を作った
仲間や理解者の中から候補者を立てたりする。
これにより、市民発の政策が現実の政治の舞台に乗るこ
とになる。そして選挙後は政治家が政策を実行できたかどうかを市民が評価し、実行できた政治家に次
回も投票し、そうでなければ、落選させていく。いわば、PDC
（プラン→実行→チェック）サイクルの政策・
選挙版がマニフェスト・サイクルである。
このマニフェスト・サイクルを、選挙権が「現在は」ない高校生た
ちが模擬的におこない、政策を要望（リクエスト）するものが、マニフェスト・リクエストワークショップであ
る。マニフェストを単に情報として受け取るのではなく、能動的に作り出し発信することを重んずる授業実
践である。

3．マニフェスト・リクエストワークショップの実際
3.1 ねらいと背景
学校現場に社会を取り込むこと、特に地域の生の「政治」を取り込むことができないかを、ずっと考え
てきた。実は最初は、地方の議員の方に協力していただいて授業をおこなおうと計画をしていた。各政党
の市会議員の方々に主旨を伝え快諾を受けていたが、管理職の反対によってつぶされてしまった。私学
では先例もあり教育基本法、学校教育法的に問題はないのだが、なかなか公立学校の管理職・教育委員
会の壁は厚い。政治家が学校に来ることが出来ないのであれば、意見を求めるだけなら可能ではないか
ということから、マニフェスト・リクエストの授業のアイデアが出てきた。
現在まで、2009 年、10 年、13 年と、都合3回、
この種の授業をおこなってきた。特に、10 年と13 年は、参
議院選挙の年であり、
これにあわせて模擬投票も含んだ授業をおこなうこととなった。09年と10年は「政治
・経済」の授業、13年は「現代社会」の授業で、参加型学習・ワークショップをおこない、少しずつ改善しな
がらおこなってきた。

3.2 授業概要
《準備授業》
準備の授業として、憲法の授業をおこなっておく。日本国憲法の基本的な理念、その背景となる啓蒙

자유분과 1│「社会科2.0」としてのマニフェスト・リクエストワークショップ

219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の時代からの人権思想の流れや明治憲法の問題点、
アジア太平洋戦争の惨禍などをおさえておきたい。
平行して、政治家・政党（確定していれば候補者）に授業の概要をメール等で説明し、協力をお願いしてお
く。参議院選挙の年であれば、選挙日程を考慮しながら、授業を組み立てていく。
《1時間目》
「班で政策を作り、それを政治家に見てもらってコメントをいただき、
コメントを見て模擬投票をおこ
なう」
という授業の全体像を説明し、4 名程度の班を作る。班の人数を余り多くしすぎると、活動しない生
徒が出てきてしまう。
「好きなもの同士」
で班を作った方が出来の良い政策になるようだ。2009年、初めて
の授業で、普段の授業では寝てばかりだった生徒が休み時間にも延長して政策の発表を準備していたこ
とへの驚きが、
この授業を次年度もおこなおうという僕自身の意欲につながっていった。
まずは、
ブレインストーミングで、日本国憲法から見た今の政治の問題点を出していく。
もちろん、日
本国憲法そのものへの批判も排除しない。ポスト・イットを使い、KJ 法でまとめていく。その際、その問題
点が、基本的人権など憲法で示されたどのような理念や具体的な条文、あるいは、法律一般に関係する
かを考える。次に、問題点を解決するための政策として、
どのようなことができるかを、模造紙にまとめな
がら考えてみる。
《2時間目》
1時間目に出てきた政策のなかで、一番重要だと思うものを班で一つ選び、
ワークシートに記入する。
その際、政策を実現した時の効果や具体的な達成目標、税金や寄付など予算の裏付けを考えるように伝
える。ボランティア、あるいはプロボノ的な市民の自発的な取り組みも同時に考えさせたい。
（ワークシートの内容）
ⅰ．班員、班名
ⅱ．現状の問題点
ⅲ．具体的な政策（内容、数値目標、時期、
スケジュール、規模など）
実施主体、実施方法 （政策の名称：

）

ⅳ．元になる基本的人権、憲法、法律
ⅴ. 政策を実現した時の効果（達成目標）
ⅵ．予算の裏付け
（税金、寄付、市民主体の取組など）
ワークシートは回収し、各班の進捗状況を把握し、必要なアドバイスをおこなう。
また、各班の政策案
を教師側が把握し、一覧表を作り、投票用紙を作成する。
《3時間目》
ワークシートを元にして、発表用の模造紙に政策をまとめる。
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ための視覚的な
効果や、
どのように発表するかの方法も含め考えさせる。
《4時間目》
班ごとに政策案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おこなう。投票用紙を利用し、
どの政策を支持するか、個人で
投票（記名）をおこなう。投票の際、なぜその政策を支持するか（しないか）を簡単に記させるようにする。
授業後、投票を集計し、公表する。票数の多いものを中心にして、政治家・政党にコメントをいただく政策
をまとめ、
メール等で送付する。経験では殆どの候補者側（スタッフ含む）からコメントをいただ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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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時間目》
最低2週間から1ヶ月程度、
コメントをいただく時間をとり、その後の授業でコメントをまとめたプリント
を生徒に配る。
このプリントを見ながら、選挙の年であれば模擬投票（選挙管理委員会から投票箱をお借
りする）
をおこなう。

4．生徒の政策案と，各政党の評価とコメント
4.1 生徒の政策案…
憲法9条改正。既存の条文に3項として
「集団的自衛権を行使することを認めない。」を追加する。
日米
安全保障条約上、米国との関係が悪化する恐れはあるが、外交上は、武力以外の面で周辺諸国と協力し
仲良くしていくようにする。

4.2 政党の評価とコメント…
A党
評価…×
コメント…「集団的自衛権を放棄して米国が他国から攻撃を受けた時には何もせず、日本が他国やテ
ロからの攻撃された場合は援助を求めることになりませんか? 文化交流や通商は安定的な友好関係を
築くのに大事な事ですが、非友好的な相手に対してはそれだけでは十分 と言え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
か?」
B党
評価…△
コメント…「「日本は海外で武力行使しない」
というのが憲法9条の精神であり、
「集団的自衛権の行使
は自衛のための必要最小限度を超えるものであって認められない」
という、従来からの政府解釈は妥当だ
と判断しており、そのためだけに憲法改正を行うことは現実的ではないと考えます。」
C党
評価…×
コメント…「憲法9 条は「交戦権否認」を定めており、集団的自衛権の行使は認めていません。憲法改
悪を許さず、9条を生かした平和の外交こそ必要だと考え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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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授業への生徒の感想
「普段では絶対に体験できない授業だったので、楽しさもありました。いつもは「こうなったらいいな」
とか「なんでこうならないんだろう」
という思いを授業中には持ちますが、授業後には余り考えませんでし
た。けど、今回の授業では、早く
（自分たちの意見への）答えが聞きたいと普段の生活でも考えるようにな
りました。」
「まだ選挙に行ける歳ではないけど、
このコメントで少しだけど、
この党は批判的で、
この党は
良心的など、自分のイメージがついたので、参考になったみたいです。」

6．実践をおこなって
この授業実践は、2010年の「第5回マニフェスト大賞」で市民部門の最高賞である
「マニフェスト推進
最優秀賞」を受賞することとなった。最近は、新学習指導要領の「現代社会」や「政治・経済」等で「主体的
な学習」をうたっていることもあり、神奈川では、管理職もチョークアンドトークではない参加型学習の授
業の実施を求め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その意味で時代は「社会科2 .0」の追い風になっているのかもし
れない。
しかしながら、
「リアルな現場としての政治」を教育に持ち込むこととなると、
まだ敷居は高いだ
ろう。
「社会科2 .0」の道は決して穏やかではない。
しかしながら、生徒はこの種の授業への評価は高い。
ま
た、真摯に生徒たちの提案に答えてくれる政治家への意識も良い印象になっていくようだ。生徒の「やっ
て良かった」
という反応を糧に進んでいきたい。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やり方によれば小学校高学年から
でも出来るだろう。様々な現場で実践されることを望んで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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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과 1

Birds Observation Class 운영을 통한
세계시민성 함양
Jason Loghry (김해 어방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최병섭 (김해 어방초등학교 교감)

Bir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 목적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기반의 ‘Birds Observation Class’운영으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
해 노력한다.

2. 연구의 배경

1) 새와 지속가능발전교육
현대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학생들은 몸으로 직접 환경오염의 실
상을 느껴보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새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간척지로 인해 해마다 줄어드는 갯벌은 한국의 소중한 철새들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새들과 인근 지역의 새 서식지를 관찰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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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지구적 환경 이슈에 접근하기 위해 새를 주제로 탐색하고, 지역 환경 문제를 철새의 생태에서 찾아
문제의 배경을 알고 그 해결방안과 실천적 노력이 지구적 관점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세계시민은 세계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는 데 출발하고 환경 문제를 세계의 문제로 재인식하여 지
구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Ⅱ. 연구의 설계
1. 실행 목표 설정

가. ‘실행목표 1’의 설정

새를 주제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수업 사례를 계발한다.

나. ‘실행목표 2’의 설정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온라인 영어 수업 및 활동 사례를 계발 한다.

2. 연구 대상 및 기간

가. 연구대상 : 어방초등학교 6학년

나. 연구기간 : 2014.5~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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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절차
연구의 절차

추진 내용

실천 기간

준비

주제설정

• 주제 및 과제 설정
• 추진 계획 수립
• 문헌 연구

2014.05.~2014.06,

계획

연구 계획서 작성

• 실태조사
• 연구 계획서 작성

2014.03.01.~2014.04.15.

실천

연구의 실행

• 실행목표의 설정
- 실행목표 1의 실천
- 실행목표 2의 실천

2014.05.16.~2014.10.17.

연구결과 분석

• 연구 결과의 해석

2014.10.1.~2014.10.20.

보고서 작성

• 연구내용 정리
•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14.10.1.~2014.10.20

후속 연구

• 반성 및 후속 연구

2014.10.20.~2015.02.20.

정리

[표Ⅳ-1] 연구 절차

2) 연구 방법
① NGO 새와 생명의 터와 partnership 체결
한국과 황해 생태권역의 조류와 서식지 보전 노력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새와 생명의 터’와의 파
트너쉽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야외 활동시 협력 수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② UNESCO 학교 선정
어방초등학교가 2014년도 UNESCO 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국제 이해를 위한 학생 활동 추진에 있어
서 원활한 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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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실행
1. ‘실행목표 1’의 실천
「실행 목표 1」
목표

새를 주제로 한 영어 수업 및 활동을 계발한다.

방침

가. 교실 내 영어 수업 및 활동

나. 교실 밖 수업 및 활동

실천내용

1) 교실 내 적용 가능 영어 수업 및 활동 사례 계발

2) 교실 밖 적용 가능 수업 및 활동 사례 계발

[표 Ⅲ-1] 실행 목표 1의 실천

1) 교실 내 적용 가능 영어 수업 사례 계발
① 새의 부위별 명칭 학습
단계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Pre Task

-Greeting
-Lead in

picture #1

Task
Preparation

Brain Storming : saying all the name of
bird’s body parts.
Drawing bird and write down the
names’s of each part of bird’s body

big papers, markers

Task
Realization

-Presentation

Post
Task

-Feed Back
-Error Correction

↓

전개

↓
정리

[표-새 부위별 명칭 학습 수업 단계]

Title: Bill, Feet or Feathers?
Materials
: picture #1, big paper,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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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s : Ss can draw a bird and identify each name of a bird’s body
new words : wing, nest, bill, feather

Pre-task
Time

Set Up

Procedure

1 min

Whole Class

3 min

Whole Class

Greeting
Hello, everyone?
Lead-in
Let’s take a look at this picture.(picture #1)
What animal is this?
Yes, it’s a bird. Then do you know what’s the name of this body
part? (pointing at a wing) Yes, it’s a wing.
And, what about this one? (pointing at an eye). Yes, it’s an eye. How
about this one? uhm... it’s hard, right? It’s a bill.

Task-Preparation
Time

Set Up

Procedure

6 min

Whole Class

20 min

Individual Work

Brainstorming
Then, can you tell me all the name’s of the body part that you can
see in this picture?
(picture #2)
Those are the names of the bird’s body parts.
Instruction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ll the parts of bird’s body. After that,
you will draw birds you like, and write down the names of the body
parts by yourself.
Demonstration
CCQ
[Drawing birds and identify a bird’s body part]

Task Realization
Time

Set Up

8 min

Group Work
Whole Class

Procedure
[Presentation]
Let Ss to present their drawings.
Feedback
Good job/ This part is not the feet.

Post-Task
Time

Set Up

Procedure

2 min

Whole Class

[Homework]
Let Ss draw another species of bird and identify the names of each
body part.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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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 서식지 (Bird Habitats)
단계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Pre-Task

-Showing a picture of bird habitats

-picture

TaskPreparation

- Showing the habitats of bird

- big sized paper, map of
Korea, markers
- smart phone device

TaskRealization

- Present their bird map

- bird map

Post-Task

- Quiz
- Homework

↓

전개

↓
정리

[표-새 서식지 수업 단계]

Title: Bird habitats
Materials
-ppt, big sized paper, markers, Korea map, smart device
Aims
-Ss get to know where birds live in Korea
New words : habitat, Barn Swallow, rice field, wetland, marsh, tidal flat, estuary, river, forest, grassland,
swamp

Pre-task
Time

Set Up

Procedure

3 min

Whole Class

[Greeting]
Hello, everyone.
[Lead-in]
Do you know this bird? Yes, it’s a Barn Swallow.
Where does this bird live? Yes, they live near our house. How about
this bird? (Showing other bird species) Where they live?

Who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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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Preparation
Time

Set Up

Procedure

7 min

Whole Class

20 min

Group Work

[Brainstorming , Discussion]
Can you tell me any possible places that birds live? Great job. Now,
let’s take a look at this PPT.
Instruction
Today, we are going to make a bird map. Each group will be given
a specific species and draw a bird map of where we can find this
species of bird. You can use your smart phone device.
Demonstration
Your Bird map should like this. (showing the example of bird map)
CCQ
Ok, let’s start.
(Group work)
Ss work in groups to make their own bird maps.

Task Realization
Time

Set Up

7 min

Group Work

Procedure
[Presentation]
ok, it’s time to give a presentation.
Feedback
Good job, excellent.

Post-Task
Time

Set Up

3 min

Whole Class

Procedure
[Quiz]
Let’s take a quiz about bird habitats.
[Closing]

2) 교실 밖 적용 가능 영어 수업 사례 계발
① 학교 인근 야산 탐조
모니터링 (1주일 1번), 현장 활동(2주일 1번)
June
5: Monitoring (morning)
12: Field Activity / Class
19: Monitoring (afternoon)
26: Field Activity / Class
July
3: Field Activity / Class
10: Monitoring (morning)
17: Field Activity /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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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Field Activity / Class
September
4: Lecture / Activity (Birds Korea)
11: Monitoring (afternoon)
18: Field Activity / Class
25: Monitoring (morning)
October
2: Field Activity / Class
9: Monitoring (afternoon)
16: Field Trip (Birds Korea)
23: Final Class
활동 Identify the birds that regularly frequent the school grounds and choose one bird to
monitor closely.
• Determine and map the location within the school that the bird is most often found.
• Create a food web for that bird by observing what it eats within the school grounds.
• Describe the bird‟s habitat within the school.
• Examine the bird‟s physical features and relate this to its habitat and food web.

3) 교실 밖 적용 가능 학습 활동 계발
① 주남 저수지 탐조 활동
: 창원시 동읍에 위치한 주남저수지는 150여종의 다양한 철새들이 매년 찾아오며, 수생식물, 수서 곤
충 등으로 아름다운 사계를 보이는 매력적인 철새 도래지이다. 1980년 가창오리 5만마리가 월동한 것을
시작으로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20여종과 환경부
멸종위기 50여종 등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다. 학생들은 이곳을 찾아 직접 자연을 체험하는 경험을
가졌다.
② 낙동강 하구 탐조 활동
: 낙동강 하구의 갯벌은 부산에 유일하게 남은 갯벌이다.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새들을 관찰하며, 갯벌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몸으로 직접 느꼈다.
③ 학교 밖 커뮤니티와 교류 활동
: 학교 학생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새들을 살리자는 취지의 포스트 카드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10월
11일 인천 송도포스코 R&D센터에서 열린 제4회 도시 생물다양성 국제 학술대회에 보내는 활동을 하였
다.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은 ‘새와 생명의 터’ 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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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목표 2’의 실천
「실행 목표 2」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온라인 영어 수업 및 활동 사례를 소개 한다.

목표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온라인 영어 수업 및 활동을 계발하여 적용한다.

방침

가. 온라인 영어 수업 사례

나. 온라인 활동 사례

실천내용

1) 외국 및 국내 학교 화상 수업
사례 계발

2) 웹사이트 활용 활동 사례 계발

[표- 실행 목표 2의 실천]

1) 외국 및 국내 학교 화상 수업 사례 계발
① 원격국제교류수업 중계 사이트
Schools Online
(http://schoolsonline.britishcouncil.org)

학교 간 파트너십 체결에 관한 정보 제공
파트너십 체결 후 할 수 있는 템플릿 프로젝트 제공

Link Community Development
(www.lcdinternational.org)

학교 교류에 필요한 지침서 및 자료 제공
교류 경험담 및 뉴스레터 업데이트

IVECA
(website.iveca.org)

문화이해 목적의 ICT 수업 교류에 필요한 지침서 및 활동 주제 제공

Global Dimension
(www.globaldimension.org.uk)

전지구적 이슈와 관련된 학습자료, 사례연구, 배경지식 제공

BBC World Class
(www.bbc.co.uk/worldclass)

국제적 이슈에 대한 글, 영상, 토론 아이디어 제공

Oxfam Education
(www.oxfam.org.uk/education)

글로벌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학습자료, 지침서 제공

TakingITGlobal
(www.tigweb.org)

국제교육, 시민참여와 관련된 쌍방향 학습 콘텐츠와 툴 제공
모범사례, 워크숍, 웨비나, 이러닝 공유

iearn
(http://www.iearn.org)

학교간, 학생간 교류를 위한 비영리 국제단체,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교류

oneworldclassroom
http://www.oneworldclassrooms.org/

국제교류 지원을 통한 세계시민의식형성, 후원, 프로그램공유

[표-원격국제수업 중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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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학교와의 교류
단계

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Greetings

•Greeting in Korean and Japanese

↓

↓

↓

↓

Activity 1

•Show Japanese / Korean national
Flags

Japanese / Korean national
Flags

↓

↓

↓

Activity 2

•I n t r o d u c t i o n o f t h e i r s c h o o l
Students showing pictures.
Japanese student play musical
instrument.

↓

↓

Activity 3

•Show the rice observation log
each other

↓

↓

↓

정리

Reflection

전개

•Review today’s lesson

[표 –일본 학교와의 교류 수업 계획]

2) 웹사이트 활동 사례 제시
① Birds Korea 웹사이트 활동 상황 에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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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결론

학생들은 새와 환경을 주제로 한 범교과 통합 수업을 통하여 자연,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단순히 새를 학습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를 둘러싼 서식
지들, 먹이사슬, 환경 파괴 등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에 대한 학습
과정과 원격수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세계에
대한 바른 태도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제언

1) 새에 관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과정안 계발
새와 환경에 관한 활동들은 매우 다양하고, 학교 수업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도 많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진시키고 새를 주제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 과정안을
계발하여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국가간, 교실간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를 통한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 온
라인 상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경험들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적인 관점과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중용한 도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남은 연구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수업 사례를 만들어, 영어 교육, 환경
교육,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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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과 1

Obang Elementary Birds Club:
Bird Identification Research Discovery Society
Jason Loghry,

“Sowing the seeds of tomorrow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 inherit a more sustainable
world” This is one of the great slogans of UNESCO. And we are now in the final year of “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final year, educators at Obang
Elementary now have a better opportunity to help promote a more sustainable world. We have
been named a UNESCO associated school and we have started a BIRDS club at our school.
Many of you might not know what this mean. Why would we start a birds club? What do the
students learn about? Why is the birds club important for our students?

Theoretical Background:
Research shows that children, who do not regularly encounter wildlife, develop unreasonable fears. Wild animals become strange and scary. If we introduce the wonder of nature to our
children now, they will more likely grow up wanting to conserve it. We want our students to
have love for nature.
Studies also show that outdoor learning promotes positive behavior, engages students to
achieve more, improves physical self-image and fitness, and contributes to higher test scores.
Outdoor learning and conservation education is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iving.
Without this kind of education, people of the world might not have the values or understandings
needed to make important changes or protect our world for the future. Connecting our students
with nature is vital for their future and the future of world’s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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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few years, our school’s children have learned a little about birds in Korea and
why they are important. At English camps, our children learned about endangered bird species
of Korea, they drew postcards of endangered bird species which were exchanged with students
from China. One class even joined an animation project with over 500 students from 22 different
areas, of 8 other countries. They connected across the world through migratory birds.
In Korea, we have about 365 different species. About 90% of these birds are migratory. And
many of these bird species are endangered (more than 10%). But many of us, even as teachers,
do not know about them. And we won’t know if they disappear. As part of UNESCO’s aim to
improve sustainable education, we want to give our students a chance to learn about these bird
species, so we can protect them in the future.

Case Study: Obang Elementary Birds Club
The name of our Birds Club is B.I.R.D.S.: Bird Identification Research Discovery Society
In our club, students first learned about the most common species around our campus. We
designed a field guide using images from a local bird conservation NGO’s online gallery with
information from an East Asian bird field guide. This field guide as designed in a way to allow
the students to record what they see and note down when and when. It was also designed to
allow the students to draw what they remember when “in the field”.
Our club purchased binoculars and the learned how to use tools to watch birds and they
learned how to approach birds without disturbing them. Our club is only twelve members, thus
keeping it easy for us to approach and quietly talk about the birds we are watching. This allows
for fewer disturbances. They learned about the body parts, habitat, migration, and some cultural
aspects of birds in Korea. Our students have done many outdoor activities and now recognize
and love the birds from around our school.
Our club students have drawn pictures of many of the birds we have seen, which helps them
get to know these species more intimately. We’ve sent a poster to this year’s UN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Conference that was seen by many decision-mak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we have exchanged postcards with the students once again in China to
promote endangered species awareness.
In September, we took a field trip to the Nakdong Estuary and Junam Reservoir, where we
learned from experts about habitat, wetland species, and migration. These experts are from the
national NGO, Birds Korea. They’ve supported us with some curriculum, the field trip event, and
helped us make some network contacts.
Now we are reaching out to other schools as part of a learning exchange for UNESCO.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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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confirmed an exchange from within Korea and are will soon have a “cyber-exchange”
with two schools in Japan. Another project we are working on is a fundraiser selling t-shirts
designed by our students. The students are drawing the birds they know on the t-shirts: endangered species. This is to promote endangered species awareness as well as raising money for a
school in need in Africa.

Reflection: What can we do to improve our club?
The students of our club have enjoyed the classes thoroughly and the feedback has been
very positive. Because this is the first year to teach this program,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reflect upon, and learn from, to improve the club for the future.
Because we would like this program to be sustainable (to continue even after the current Birds
Club teachers leave Obang), we are now working on next year’s field guide that will include some

lesson plans and a teacher’s guide. We are trying to make this book for new bird club teachers;
designed for teachers who do not know anything about birds. The classes are now mostly taught
in English, but the curriculum might have a higher impact on the students if we could design the
program to be taught in English and Korean by a non-native English speaker.
Another question is how can we get parents also involved in the Birds Club? We are already
asking the parents to involve in the t-shirt making process as well as another fundraising: a
campus flea market event, but there may be other aspect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fin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how can the students stay involved in
Birds Club or conservation projects even after they graduate from our school? One option is to
create an alumni network. These are some of the many things we are thinking abou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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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과 1

국제개발협력교육의 초등교육현장
적용방안 연구
박애경(서울서원초등학교 교사)

국

1. 서론
‘국제개발협력 교육’은 개념을 명확하게 잡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교육은 유럽이
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발 NGOs 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교육과정에의 반영 면에서 볼 때
유네스코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협력과
국제교류,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개념과 맞물려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어 이 분야를 더욱 어렵
게 느끼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발교육이란 기본적으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호의존성
을 인지하는 토대 위에서 글로벌 이슈와 개발 이슈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KOICA ODA교육원, 2014;
02). 이는 단순히 관련 지식을 획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의식을 통해 통합적 비판

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와 더불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를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임을 뜻한다. 초기의
개발교육은 개발원조, 해외봉사, ODA에 관한 교육 및 지식전달이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관련 분야
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통해 글로
벌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1. 개발교육을 시행 중인 민간단체 현황>

기관명

교육명

기관명

교육명

1

고앤두

지구시민교육

15

팀앤팀

Youth Global Action

2

굿네이버스

권리·나눔교육, 세계시민
교육

16

한국기아대책기구

글로벌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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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굿피플

미래시민교육

17

한국 카리타스

지구시민교육

4

서비스포피스

글로벌시민학교

18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지구시민교육

5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교육,세계시민교
육

19

휴먼인러브

나눔교육

6

아름다운 가게

나눔교육

20

GLOED

세계시민교육,국제개발협
력교육

7

어린이재단

나눔교육,아동권리교육

21

JTS

세계시민교육

8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22

KCOC

국제개발협력교육

9

월드투게더

세계시민교육,세계나눔교
육

23

한국봉사단원연합회
(KOVA)

국제개발협력교육

10

유네스코 한국위원
지속가능발전교육
회

24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

11

유네스코 아태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
원
육

25

영국문화원

세계시민교육

12

유니세프 한국위원 아동권리교육, 지구촌시민
회
교육

26

EWB

국제교육개발협력

13

지구촌 나눔운동

지구촌 대학생캠프

27

ODA Watch

국제개발협력교육

14

코피온

지구시민교육

(KOICA ODA교육원, 2014; 08)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개발협력 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다. 한국의 교육계에서는 국제이해교육
이 먼저 실시되었으며 그 분야가 넓은 범위로 이루어지면서 국제개발협력의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다. 또
한, 현재 개발협력교육에 대해 교원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월드비전(세계시민교육), EWB(국제개발
협력의 이해), 주한영국문화원(국제수업교류, 국제이해교육 워크숍),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지속가능발전교육)

등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교육 혹은 방학 중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그 중심이다. 연수 이름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이 전통적인 국제이해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협력 자체
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충분한 논의는 부족해보이며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자체의 학교교육과정 반영
과도 거리가 있다. 물론 세계시민의식은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 둘은 상충되
는 개념이 아니며, ‘세계시민의식교육’이 학생들의 장기적인 의식 변화를 추구한다면 ‘국제개발협력’은
실질적인 활동이 구상되고 실현되는 실제분야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직접적으로 국제개
발협력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이를 초등학교 현장과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해보고자 한다.

2.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연계한 국제개발협력 교육의 필요성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축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인도주의적 동기로 인간의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표면에 가장 많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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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목적만이 전부는 아니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다른 필요성의 하나로 보다 진보된 이기심을 생각
해볼 수 있는데 이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원조를 주고받는 나라 모두가 혜택을 받으며 특히 원조 공여국
의 경우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확대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일본
의 원조를 받으며 미제, 일제 물건이 보편화되었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문제
는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공동의 문제의식과 염원을 함께 추구
하며 더불어 사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일부에서 정치외교 목적
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제정세의 세계문제로 포함될 수 있겠다. 초등교육에서
학생들과 그 필요성을 생각할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불쌍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개념
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양한 필요성과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 및 협동, 물자의 흐름 등의 개념을 종
합하여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개발협력의 인지제고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
다. 아직까지 국제개발협력이 관련자 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개발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 확대
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발협력분야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은 지난 40여
년간의 지속적인 개발교육으로 인해 정부 및 시민사회 전반이 국제개발과 개발교육에 대한 지지를 보내
고 있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국제개발이나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과 지지획득을 위해 개발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지구촌 시민으로서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문제들이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알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갖기 위한 교육으로서
국제개발협력교육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3.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살만해진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불쌍
한 아이들을 돕는다는 개념일 것이다. 사실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등 대표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시행
하는 NGO에서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홍보 방법일 뿐 아니라 교육
또한 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개발협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방송과 홍보 영상 노출에 의해 단순히 돕는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발협력 본연의 의미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는 우월의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이 무조건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필요성과 이유에 의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함임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국내에도 장애우 등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를 원조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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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할까요?
국제개발협력 개념에 생소한 어린 학생들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토론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
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19세기 이후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고취되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편 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내와 국외를 첨예하게 편가르는 모습도 이와 일맥상통하는데 국가 위
기 상황이나 큰 재난이 닥쳐올 때면 애국심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모습 또한 흔히 볼 수 있다.
이 민족주의 개념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실제하지 않는 ‘상상의 공동체’로, 상황에 따른 필요에 의해 만들
어진 개념이라 비판하였고 홉스봄 등의 학자들도 고도의 지구촌화된 사회에서 조만간 사라질 개념이라
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 지구촌 사회를 다양성과 단일성이 동시에 증가하는 개념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국내와 국외의 명백한 구분짓기는 자칫 국가 혹은 민족 중심주의와 결부되어 사고를 한정시키고 지역 이
기주의를 팽배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의 나라나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구촌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국가별 편가르기가 아닌, 지
구촌 시민이 더불어 살아갈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형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교
육이 이러한 사고 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을 교사가 먼저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반
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어려운 개념이라 일부 고등 교육기관에 적합한 내용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이름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는데다 학문적 기반이 충분히 닦이지 않았고 분야의
특성상 영어와 축약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 익숙하지 않은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개념이 많다. 그러나 학
생들에게는 특별한 국제개발협력의 용어나 기관을 확인시키는 수업보다 그 개념을 함께 생각하고 토의
해보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어렵기만 하다는 생각을 줄이고 효율적인 방법과 적절한 수준의 학습 내용을
통해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제개발협력교육의 교육과정 적용
교육과정 구성의 핵심은 교육내용과 방법의 적절한 조화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분야 또한 어떤
context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에
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므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정하고 학생들 스스
로를 통해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개발협력의 경우는 개발협력의 의의와 활동내용에 대해 학습
자 수준에 적절한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방법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
다. 이에 국제개발협력교육 자체를 실시하기 위한 학습내용과 방법을 구상해 보고, 반대로 이미 교육과정
에 편성되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 활용할 수 있는 일부 분야를 간추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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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 내용을 컨텐츠로 한 교육 - 교수학습과정안 기본계획(3차시)
국제개발협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기 위한 교육과정을 3차시로 구성해 보았다. 기본과정은 Why
와 How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왜(Why) 가난한지를 생각해보고 그 이유와 연결지어 빈곤과 가난을 스
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며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그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도
록 한다.
How는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2, 3차시로 구성해보았다. 2차시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으로 국제개발협력기관인 OECD DAC이나 UN, World Bank 등의 국제기관 및 KOICA, EDCF 등의
국내실행기관과 더불어 ODA나 NGO의 개념도 함께 다루어본다. 3차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도움
을 구체화해보는 단계인데, 동영상 자료를 통해 아프리카 등지의 힘든 환경을 보고 가장 필요한 개발협
력 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하여 농업, 보건, 교육의 주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인식을 기르고 구체적
활동 방법을 구상해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다음은 실시했던 3차시 수업분의 지도안이다.

<1차시>

( 창체 )과 교수·학습 과정안
서울서원초등학교 								
교과

창의적 체험학습

단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일시

2014. 06. 12.

학습주제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필요성 알기

학습목표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별 토론 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단계

학습
요소
동기
유발

도
입
학습
문제
제시

교수·학습 활동
교사

아동

● 굿네이버스 학교 활동 경험 --아리프가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떠올리기–홍보 동영상 일부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시청
도와주어야 합니다.
Q: 지난 활동을 떠올려 봅시
다. 여러분은 아리프의 상황
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
까?
Q: 그럼 아리프는 왜 가난하고
불쌍하게 지내야만 할까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시
다.

시간
5´

교사: 박 애 경
장소

5-4

차시

1/3

자 료(♧) 및
유 의 점(※)
♧굿네이버스 홍보 동영
상- 아리프의 생활을 보
여주고 기억을 되살리되
동영상은 3분을 넘지 않
도록 한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므
로 빈 칸을 두고 나중에
학생들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

‘(ㄱㅈ/ㄱㅂ/ㅎㄹ)’ 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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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체
활동

<활동 1>
Q:아리프와 같은 어린이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까닭을 생
각해보자.
Q: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리프
혼자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조별
활동

<활동 2>
Q:그렇다면 우리는 왜 힘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나라를 도와주어야 하는가?- --세계 문제를 함께 해결하
기 위해
WHY? 학습지 활용
주제에 대하여 조별로 정리해 --인간으로서 당연히 도와주
어야 한다
발표해보자

전체
활동

<활동 3>
◎초성찾기 활동을 통해 ‘국제
개발협력’ 용어 확인하기
‘(ㄱㅈ/ㄱㅂ/ㅎㄹ)’-국제/개발/
협력

개

정
리

판서
계획

--개인의 생활태도
--부족한 자원
--자연조건, 천재지변
--식민지, 전쟁
--정부의 잘못 등

‘ㄱㅈ’-한 나라 안에서만 해
결할 수 없는 문제들: 국제
‘ㄱㅂ’-더 발전된 삶의 모습
을 만드는 과정
‘ㅎㄹ’-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서로 돕는 활동

18´

● 왜? 가난한가?
자연재해, 날씨 등의
- 전쟁, 식민지
- 자원부족

※ 활동 1에서 학습한 가
난한 나라 사람들의 빈
곤의 이유와 활동 2의 도
움의 이유가 서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제를 명확히 제시해
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
록 한다.

5´

5´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
보며 새로 배운 ‘국제개발협력’
용어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봅시다.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학습문제>
‘(ㄱㅈ/ㄱㅂ/ㅎㄹ)’ 의 의미와
당연
필요성을 알아보자

7´

※ 학생들이 작성한 학
습지를 교실에 게시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
록 한다.

● Why 왜 도와야 하는가?
- 힘든 상황 사람을 돕는 것은
- 경제적인 이유
- 국제문제의 공동 해결

<1차시 수업 의도 및 결과 분석>

1차시는 전체 활동 중 why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며 학교의 행사로 인해 학생들이 이미 익숙하
게 접한 굿네이버스 사랑의 동전모으기, 편지쓰기 활동에 사용된 동영상을 재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내용
을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조별로 토의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생각보
다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방송을 통해 방영된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등의 여러 단체 홍보물
을 접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냥 불쌍하니까 돕는다는 일시적인 감정 문제보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내용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WHY, HOW로 구성된 전체 3차시 내용 중 1차시를 의문을 제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가난한 어린이들의 힘든 상황을 이미 ‘아리프’라는 아이의 모습을 보
고 알고 있는 만큼, 빈곤의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고 그 원인이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므로 극복 방
법 또한 스스로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양한 이유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탐구
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결과, 학생들이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빈곤 이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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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혹은 교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깊고,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 능력 또한 상당한 수
준이라 판단된다. 특히, 정부가 국가 일을 잘못했다는 내용 즉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날씨,
자연재해, 전쟁 등 답변으로 기대하지 않던 내용까지 생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과거에 비해 현재 학
생들은 국제 정세에 대한 간접 경험이 풍부하고 관심사와 사고의 폭이 많이 넓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곧 국제개발협력 및 세계시민교육과 같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조별로 국제적인 협력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
유를 토의한 결과물은 교사의 특별한 방향 제시 없이 여러 분야로 자유롭게 사고를 펼칠 수 있도록 하였
는데 경제, 정치, 자연, 인간 본성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이 대부분 포함되어 이를 체계화 해 줄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보인다.

<2차시>

( 창체 )과 교수·학습 과정안
서울서원초등학교 								
교과

창의적 체험학습

단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일시

2014. 06. 24.

교사: 박 애 경
장소

5-4

차시

2/3

학습주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 알아보기

학습목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과 방법 알아보기
목표개념 : ODA(원조), 파트너 국가, 유상원조, 무상원조/ 관련기관- KOICA, EDCF, NGO-월드비
전, 굿네이버스 등

단계

학습
요소
동기
유발

도
입

학습
문제
제시

교수·학습 활동
교사
지난 시간에 배운 어려운 나라
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 세 가
지를 기억하고 있나요?
세계 여러 나라가 더불어 살아
가기 위해 더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한 노력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왜 도와야 하는
지-WHY 공부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또 실제
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
지-HOW를 알아봅시다.

아동

시간
5´

--인간으로서 마땅히
--국제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ㄱㅈㄱㅂㅎㄹ /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합니다.

자 료(♧) 및
유 의 점(※)
♧ 지난 차시의 활동한
결과물 일부를 사진자료
로 제시

※’초성을 다시 한 번 활
용하여 기억을 되살린
다..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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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접근

전
개

<활동 1>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직접 아프리카로 가야하나
요?
상황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 1
만원을 보내고 싶다고 합시다. --돈을 모아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줄 단체가 필요합니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할까
다.
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
을 맺어서 한 나라가 다른
◎ 실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나라를 도와주면 좋을 것
단체와 기관을 알아봅시다.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좋을까요?
들입니다.
--국가가 돈을 걷어서 도와
줘도 될 것 같아요.
1. 원조 주체로 ODA(Official
<활동 2>
현재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 Development Assistance)
는 용어들과 단체를 알아봅시 :공적개발원조 - 국가 국가
가 국민 세금 중 일부를 어려
다.
학습지에 나와 있는 용어와 설 운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
명을 조별 토의를 통해 알맞은 ·MDGs(Mellenium
Developement Goals) : 새
것끼리 짝지어 보세요.
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 주어진 힌트와 용어의 설명 위해 노력
을 보고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 국제 기관 : UN 및 산하기관,
World Bank, IMF, ADB(아
봅시다.
시아 개발은행) 등
국내 : KOICA(무상원조 시행
기관), EDCF(유상원조)- 한
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
기금
◎ 개념 설명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코이카(KOICA):무상원조
국가 수출입은행 EDCF:유상원조 단체
일반시민 – NGO: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8´

※NGO는 학생들이 길
거리에서 캠페인 본 경
험을 이용하거나 익숙
한 기관을 중심으로 제
시한다. -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Save the
children 등
15´

※ 교사의 발문에 따른
학생들의 대답에 따라
학습내용의 범위를 설정
한다.

--KOICA 건물 사진
--활동 결과 영상 홍보
물(브로셔 등)
5´

<활동 3>
◎ 활동 결과 공유
--조별 발표
--관련 자료를 통해 선생님과
함께 단체의 모습과 활동 내
용을 확인해보자.

정

◎ OX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 --ex) KOICA는 유상원조 기
용을 정리해 보자
관이다(X) : 무상원조 기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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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문제>
HOW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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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습지
※ X 항목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도록 한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코이카(KOICA):무상원조
국가 수출입은행 EDCF:유상원조
단체
일반시민 – NGO: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제15차 연례학술대회

<2차시 수업의도 및 수업 결과 분석>

2차시는 1차시 Why-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이후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
해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그 중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과 담당 기관, 국제・국내적인 노력
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OECD DAC이나 KOICA, EDCF, World Bank 등 관련 기관과
ODA,무상원조, 유상원조 등과 같은 용어들을 익히고 도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수업 초반에 지난 차시의 필요성에 대한 간단한 복습 이후,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지 물었다.
1만원으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협력 활동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한동안 혼란스러워 하다가 몇 번의 유도 발문 이후 스스로 ‘단체’가 필요하다
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또한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스스로와 관련이 있는 단체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
졌는데, KOICA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그 단체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묻거나 유상, 무상 원
조의 개념을 본인들의 용돈 기부와 연관지어 쉽게 이해했다. 다만 국제적인 협력을 이끄는 주체를 생각
해 낼 때에는 ODA의 개념과 함께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함을 생각해 내기 어려워하여 교사의 도움이 필
요했다.
또한 이 차시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활동 내용이 학습되므로 스마트 교육과
연계하여 관련된 사이트와 활동내용을 찾아 학급홈페이지나 학급 내 앱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
는 활동으로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3차시>

( 창체 )과 교수·학습 과정안
서울서원초등학교 								
교과

창의적 체험학습

단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일시

2014. 07. 10.

교사: 박 애 경
장소

5-4

차시

3/3

학습주제

필수활동분야(교육, 농업, 보건)를 생각해보고 참여하려는 마음 다지기

학습목표

국제개발협력의 필수적인 활동분야를 생각해보고 참여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목표개념 : 자료 탐색을 통한 필수활동분야 확인-ex)교육, 농업, 보건
분야별 활동 사례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 살펴보기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교사

아동

시간

자 료(♧) 및
유 의 점(※)

자유분과 1│국제개발협력교육의 초등교육현장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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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

지난 시간에 배운 어려운 나라
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관
들을 공부했는데 어떤 기관이
있었나요?

학습
문제
제시

국제개발협력에 어떤 활동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보자

학습
활동
전체
활동
&
조별
활동
조별
활동

전
개

정
리

판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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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마땅히
--국제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차
시
학습
확인
동기
유발

조별
발표

<활동 2>
돈은 한정되어 있고 가장 급한
것부터 도와주어야 한다면 어떤 --발표로 나온 항목 중 더 시
급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3
것이 더 필요할까요?개를 골라 스티커투표(1인3
교육,보건,농업(식량):예시
개)
<활동 3>
※ 조별로 분야별 가능한 활동
방법 생각해보기
ex) 물, 식량- 우물 파 주기, 돈 교육분야 – 2개 조
모아 식량, 밀가루, 쌀 등 보내 보건분야 – 2개 조
농업식량분야- 2개 조
기
교육- 학교 지어주기, 공부할
내용 알려주기, 책 전달, 학습준
--모기장 보내 줘요
비물, 필기구 모으기 활동
보건 – 의사 파견, 비상약 보 --우물 파 주기
--에프킬라 필요할 것 같아요
내기, 병원 지어주기 등
각 조에서 선정한 내용을 그 이 --모기 쫓는 식물도 있어요
--물 정수기요
유와 함께 발표한다.

분야별로 실시되고 있는 내용들 http://www.youtube.com/
간단히 정리해보자
watch?v=wMaAXvO1qi8
-교육,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http://www.youtube.com/
watch?v=UsoVk8i-xZo
(모기장)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 지난 시간 학습지를
일부 스캔하여 활용한다.

--KOICA, EDCF

<활동 1>
중요한 도움의 분야 생각해보기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이 필요한 나라에는 어떤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앞으
도움이 필요할까요?
로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
-예시자료를 보고 조별로 친구
니다.
들과 토의하여 봅시다. -여러
분야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학습문제>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활동을
생각해보자

5´

7´

6´

17´

7´

보건 (3분까지)
http://www.youtube.
com/watch?v=Qiw97uCjZU
교육 - EBS e
http://www.
youtube.com/
atch?v=qSgZNPBo4qU
(1분 30초부터)
http://www.
youtube.com/
watch?v=xoqyD8yrerI
-농업 , 기아
(42초까지)
(통계사이트
-gapmainder
http://www.gapminder.
org/
이용해서 심각한 문제의
자료를 해석하도록 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방법도
가능하다)
※교사가 처음에 구상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오
더라도 아이들의 생각에
근거가 확실하면 수용하
고 , 그에 맞는 활동방법
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
하되, 너무 선택이 편향되
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한
다.
※참여의식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한 분야
약, 의사 집 식량→농업 물→우물 교육
(병원) (날씨,모기,보호)(씨앗,도구,기술) (선생님, 책,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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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수업 의도 및 분석 결과>

3차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영
상 자료를 통해 빈곤 국가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 분야에
대해 함께 생각한 후 우선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분야에 대해 개인 당 3개씩의 스티커 투표를 실시하였
다. 이는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급하고 효율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경제 개념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협력 활동 시 선정해야 할 활동들을 스스로 생각해보기 위한 활동으로 구상되었다. 학생들은 깨끗한 물,
약품(의사), 교육, 식량(농업), 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냈고 정부가 일을 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
다. 투표를 진행해 본 결과 생존이 우선한다는 생각이 학생들에게 컸고 이는 수업을 유도하는 교사의 방
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준 결과였다. 수업 중 시간의 부족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고 의견 교환을 하지 못하여 학생들은 물, 약품 식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물과
약품을 한꺼번에 보건 영역으로 하고 식량과 교육의 세 분야로 제시하여 투표를 실시하였으면 더욱 효율
적이었으리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동영상 제시 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역할놀이, Thinking maps 등
도 학생들의 사고를 신장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향 모색
현재 교육과정에 제시된 컨텐츠를 이용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사회과와
도덕과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다. 가장 직접적 관련을 가진 내용들만 추려 보았으나 교사의 수업
구성의도에 따라 다양한 과목과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의의를 지도할 수 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연구와 연관이 있으므로 월드비전 코리아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홈페이
지 등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도서로는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유네스코 아시아태펴양
국제이해교육원, 2003, 사람생각), 「담장 너머 지구촌 보기」(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 2009),

「Citizenship Today」(Jenny Wales, Collins, 2009) 등이 있다.
다음은 교육과정 내에서 국제개발협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1. 6학년 도덕과
7.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 문화의 의미와 관용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보자
-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관용적인 태도로 바르게 판단해 보자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자
8. 공정한 생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은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정의롭고 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
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행동해야 공정할 수 있을까요?
<탐구주제> - 공정한 세계 만들기

자유분과 1│국제개발협력교육의 초등교육현장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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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초콜릿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다
기자와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회장의 대담으로 구성된 text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한 코코아 농장에서 열 살도 안돼 보이는 어린이들이 코코아를 따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끼니도 거른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
9. 평화로운 삶을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 알기
폭력: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
직접적 폭력 :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폭력
소극적 평화 :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가 진정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 평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간접적 폭력: 가난, 차별, 기아, 환경 파괴 등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폭력
적극적 평화 : 간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생활의 길잡이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는 사례 – 한국희망재단(Korea Hope Foundation)/ 유네스코
여섯 살 꼬마,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다 – 한 사람의 행동이 큰 변화를 이끌어낸 예: 라이언 우물 재단

(2001~)
세계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계획하고 실천하기 – 자원봉사/ 후원금 기부/인권 보호 서명하기/ 세계
평화 관련 기구나 단체에 참여하기/ 관련 홍보물 만들기 등 기타
국제구호 엔지오 굿네이버스의 ‘100원의 기적’ 정기후원 프로그램 소개- 100원으로 이룰 수 있는 기적들
6학년 사회과
3단원 (2)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환경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협약, 미래의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세우기 – 국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상호 보완 관계 확인
: 북반구와 남반구 생활방식의 비교를 통한 자연 이용 비율 및 쓰레기 배출양 등의 비교를 통해 현상을 파악
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고, 환경 보전과 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교과서 내용은 직접적으로 빈곤문제가 포함된 간접평화 개념의 내용이나 개발협력과 연관지을 수 있
는 다문화, 인권 등의 내용과 환경문제나 경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등의 지구 공통 문제를 다루는 내용
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학습에 실제 적용하는 것은 학습자 수준과 학습
환경, 그리고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250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5. 결론(교육과정 적용 제언)
교육과정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은 시대를 반영해왔고 반대로 사회의
중요 쟁점을 부각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국가나 문화 간의 교류활동
이 활발한 지구촌 사회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그 중에서도 이론이나 참여의식 제고 등 의식적인 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분야로 국제교류모습과 국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가깝게 느끼고 해결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습
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활동은 현재 국가교육과정상 하나
의 교과목에 구체적으로 편성되기 어렵고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충실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제교류활동, 글로벌 시민의식, 국제개발협력의 분야 자체가 특정 교과
목의 분야로 편성되기에 무리가 있고 시대의 변화 모습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이해교육이나 다문화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세계시민교육, 인권교육 등의 분야가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어 학습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너무 뻔한 이야기이
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실제 교수학습활동에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분과 1│국제개발협력교육의 초등교육현장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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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해교육에 기반을 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 2014년 경문고 따봉(따뜻한 봉사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분과 패널 3

글로벌 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이해주 (방송대 교육학과)

1. 들어가는 말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희망하는 이주민들에 의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주가 증가함으로써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민족의 다양성 증가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또
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그곳을 벗어나 전 세계의 수많은 지역과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도 우리는 이미 세계화된 사회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의 현상은 다국적 기업에 의
한 국제시장질서의 왜곡, 그로 인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빈부의 차, 빈곤의 확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
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양태의 테러, 폭동, 전쟁 등의 위협, 지구의 생명악화, 소수집단에 대한 차
별과 배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게 하였다(김대현외, 2012),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과 정체성의 혼동을 겪게 되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 사회와는 달리
다양과 민족과 함께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문화와 가치 충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공동체 안에서 사회화되며,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관이나 정체성은 그의 행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등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정체성이 다원적일 때 그리고 각각의 공동체
가 요구하는 가치나 신념이 다를 때 사람들은 정체성의 갈등을 겪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 2014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에 달하
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비율도 전체 혼인의 14%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는 8명중 1명이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며, 그 비율만큼 ‘혼혈아’가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박경태, 2013).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까? 그 동안 우리네 교과서에서 강조해 왔던 백의민족이니 민족국
가라는 용어가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새삼 시민성이나 시민교육에 대한 반
성과 성찰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또 다른 한편의 예는 젠더와 관련된 문제이다. 과거의 시민성의 개념
에서는 시민성을 공적인 영역에 국한시킴으로써 사적영역의 일을 담당해 왔던 여성들의 문제나 삶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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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배제해 왔다. 이로 인해 생기는 여성의 정치적 소외, 사회권으로부터의 박탈 등은 또 어떤 문제들을
가져오게 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살핌의 문제가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아직도 그 문제는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시민성 논의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다
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올바른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 현재
의 학교중심의 시민교육은 과연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
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는 시민성은 어떠한 것이어
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은 어떤 가치를 포함해야 하며, 어떤 방법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점들을 주요한 연구문제로 설정해 보았다. 이 문제를 구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성의 개념과 함께 이때의 교육적 쟁점은 무엇이며, 어떤 과제를 함의하고 있는지 지역
성 및 정체성의 차원, 여성주의적 차원 그리고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2. 시민성의 개념과 글로벌 시민교육
1) 시민성과 시민교육

시민성(citizenship)이란 용어는 어원적으로 볼 때, 시민이라는 ‘citizen’과 자질, 조건이라는’ship’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이말 속에는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란 뜻이 담겨져 있다. 이는 개인으
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지
칭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목적,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
(Butts, 1988). 그런데 이 시민성(citizenship)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소 다른 내용을 포함하게 되

며 강조점도 변화한다. Marshall(1977)은 시민성의 개념을 3가지로 구분하고 시대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18세기에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강조하는 시민적 시민성(civil
citizenship)이 강조되었으나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정치적 권력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강조하는 정치적 시

민성(political citizenship)이 더 강조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유지하고 문화적 삶
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시민성(social citizenship)으로 시민성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Almond와 Verba(1963)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주의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정치문화의 특
성과 또 그러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면서 정치문화의 유
형을 크게 ① 향리적 정치문화, ② 신민적 정치문화 ③ 참여적 정치문화로 구분하고 이중 가장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참여적 정치문화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교육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민주적 시민성과 관련하여 Dahl(1971)은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 품격과 존엄성
을 유지하려는 믿음,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품격과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믿음, 셋째, 개인의 자율성과 강
력한 지도력을 경원하는 마음, 넷째, 상이한 의견과 주장을 수용하는 마음과 타협적인 태도, 다섯째, 일원
적 가치보다는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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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민주적 태도나 행동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육에 의해 점차적으
로 길러지는 것이다. 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스스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아두어
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년과 절차적 원리를 가르치고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Quigley, 1991). 그런데 공적인 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식
과 효과적인 행동방법, 그리고 책임의식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시민교육의 목적은 이러한 제반 능력을 키
워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현재의 사회는 역동적인 사회이고, 그 안에는 갈등과 동요, 불안정한 요소
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이 주어진 관습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갈등의 상황에서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급사고력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Engle & Ochoa(1988)는 시민교육의 주요한 요소로 사회화(socialization)과 반사회화(counter
socialization)을 강조한다. 이때 사회화란 합리적인 태도를 전수하고 민주주의적 문화를 이해시키며 민주

주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관습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반해 반사회화는 독립적인 사
고와 이성의 계몽 그리고 책임있는 사회비판을 강조한다. 이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재검토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에 이르게 하는 능력으로 갈등
에 대한 창조적 해결능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글로벌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이제까지의 시민성에 관한 역사를 보면 국가라는 몰개인적인 관념이 최고의 정치이념으로 될 때에만
시민성은 실질적인 의미와 활력을 가져왔다. 국가와 시민성 사이의 공고한 관계는 일원주의적 시민성을
강조해 왔고 이에 따라 세계주의적 시민성은 거의 언급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계화의 현상과 함께
이주민의 증가는 인구학적인 변화를 넘어 한민족 혹은 한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가 다른 사회의 그것들
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시
민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들도 제기되게 되었다. 세계화로 인해 개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정부가
국제적 행위자에 의해 침식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정체성, 권력, 정향, 네트워
크 등이 변하게 되는 이른바 다층적 사회구조(multilayered structure)로 변화하게 되었다(Jarvis, 2007). 이
러한 다층적 사회구조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칫 정체성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Heater(1990)
는 ‘국가가 없으면 시민성도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세계 시민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기존 국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신배경, 언어, 성 등에 따라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성의 개념적 확장이
필요하며 또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
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민교육의 핵심이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특정 국가 공동체에 대한 배
타적 시민성을 넘어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에 대한 복합적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세계주의적 이념(cosmopolitanism)에 기
초한다. 이는 전 지구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수반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배타적 정책에 반대하고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며 모두를 위한 보다 많은 참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포괄적 시민성(inclusive citizenship)
이며,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그리고 성찰적 시민성(reflective citizenship)을 포함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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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ohnston, 2006).
글로벌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가
지며 지구공동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이다.1) 이는 학습
자로 하여금 자기의 소속국가와 세계적 맥락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통일된 하나로서 세계를 인
식하게 하며 나아가 세계시민성에 필요한 지식, 방법 및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포괄하는 총체적 접
근(holistic approach)이라 하겠다(Osler & Starkey, 2005).
영국의 Pike & Selby는 세계시민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목표로 다음 5가지를 제기하고 있다(Heater,
1990).

① 세계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생각하는 의식
②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고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식
③ 세계의 현실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의감, 책임감, 인간의 권리를 발전시키고, 세계
를 건강한 지구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식
④ 현재와 미래의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⑤ 세계가 연속적인 과정임을 인식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시키는 태도

3. 글로벌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쟁점
일반적으로 시민교육은 그 ‘시민들이 자신들의 사회나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이나 가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정의되고 있다(martorella, 1991). 그러나 그 시민교육의 내용은 사회의 변화
에 따라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의 맥락을 고려할 것
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사회의 맥락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화된
맥락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쟁점화하여 시민교육 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글로벌 시민교육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지역성 및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여성주의적 관점, 교육의 대상
이나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세
 계화시대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국제교육, 국제이해교육, 지구사회교육 등이다. 이들 용어
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또는 국가 간의 관계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배우는 교육이다. 예컨대 국제 정치학, 국제경제학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
* 국제이해교육(education)은 종종 국제교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해를 통해 공존, 협력, 평
화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지닌 가치관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김대현외, 2012)
* 지구사회교육(global education)은 종종 세계화교육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교육의 이념면에서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한 자국 국민의 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다른 문
화, 국가, 사회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으로서 평화롭게 사는데 필요한 환경, 정책, 그리고 문화를 학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노찬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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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성 및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글로벌 시민교육과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지역적 시민성과 세계시민성과의 경계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과연 한 지역의 주민, 국가의 민족이면서 동시에 세계시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Taylor(1989)는 한 개인이 세계시민의 지위와 국가 시민의 지위를 동시에 지닐 수는 없으므로 실제적으
로 시민은 국가의 시민으로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까지의 시민성은 국가공동
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성이었으며 시민교육 역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을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주민의 증가와 세계화의 현상으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국가 공동체를 구성
하게 되었으며 개인들도 다양한 문화집단에 속하면서 그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체성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때 국가
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성을 따라야 할지 세계시민성을 따라야 할지 갈등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
게 된다. 세계주의적 시민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국민 혹은 국가 중심의 시민교육은 거기에 속할 수 없
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며 동시에 이들의 인권을 방기하게 하여 사회정의를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문화
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집단간의 가치갈등을 불러일으킬 위
험성이 있으며 이는 정치적, 종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의 시민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지구적 관점에서 공적인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내문제와 지역사회문제와
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Anderson & Becker,
Heater, 1990에서 재인용). 한편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의 경험과 유

리되어 있으며 지구규모의 문제가 복잡하고 복합적인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숙하고 불완전
한 이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애국심을 경원시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Stevens, 1982). 이러한 문
제점에 대해 김왕근(1999)은 시민성에 관한 관점을 규범적 행위로 보는 관점과 인지적 판단형식으로 보
는 관점으로 대별한 후, 규범적 행위는 당대의 구성원들의 인지적 판단형식을 통해 만들어 지고, 인지적
판단형식은 규범적 행위의 주사를 받아 보다 완전하고 완성된 표준을 지향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교육의 목적은 출발점에 서 있는 학습자로 하여금 현재적인 삶의 수준으로 안내하고 나아가 스스로 현
재의 삶을 뛰어 넘어 높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데 있기 때문에(Peters, 1965; 김왕
근, 1999에서 재인용), 이를 시민의 다중적 지위와 관련지어 적용해 본다면, 국가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시

민성은 현재적인 삶의 수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시민성은 보다 높은 수
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2) 따라서 시민성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지방(local), 국가
(state), 지역(regional), 세계(global) 등과 같이 다중적으로 구분할 경우, 현재수준 및 보다 높은 수준의

의미가 어느 특정한 차원에 한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세계차원으로 이행하는 과
정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성과 합리성을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을 지향하게 됨을 의미한다. Heater(1990) 역
시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지위는 다중적일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면서 실제 현실에서의 행동은 지역적으
로, 그리고 사고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세계정부와 개별 국가간의 관

2) 여
 기서 말하는 현재수준과 보다 높은 수준은 이분법적인 분리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의 상대적인 관계
즉, 개념적인 구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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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관계와 같은 부차의 원리(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Berry(1995)는 지구를 돌보는 일은 우리가 살고 활동하는 지역을 돌보는 일과 함
께 시작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과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Robertson(1992)은 세계화의 현상에 대해 이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규준과 관련된 이슈가 개입되어 있다고 설
명한다. 즉, 국익의 충돌은 경제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문화적 특성의 차이에
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분법적 분리에 의한 문화 민족주의화에 대한 경고를 의미하며
향후 지구 수준에서의 상호 의존성에 초점을 둔 체계통합 및 세계 구성원들 간의 규범적 결속관계를 가
져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의 교육은 자기 자신의 민족
이나 집단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그리고 글로벌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병존할 수 있도록
다원적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을 길러 주어야 한다(정민승, 이해주외, 2013).

문화
정체성

글로벌
정체성

개인

국가
정체성

<그림> 세계화시대의 정체성

2) 젠더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 쟁점은 시민성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중심성과 이로 인한 젠더의 문제이다. 과거의 시민개념
에는 여성과 노예가 배제되어 있었다. 가부장제와 결합한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이분법적 구분 역시
여성을 공적영역에서 배제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리하여 시민의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남성의 정의
와 경험이 우위에 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Noddings, 2005). 공적 권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지도자로 인식되지만 사실 시민들이 날마다 유지하는 생활세계의 모습은 대체로 공적 논쟁의 관
심밖에 존재하였다. 여성들은 인간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각 세대를 위한 돌봄의 과
업은 시민성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어 왔다.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시민권 논의에 대해 첫째, 시민권을 공적 영
역(public sphere)에 국한된 권리로 제한적 해석을 함으로써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의 권리는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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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 둘째로는 보편적 시민권에 의한 평등의 실현가능성을 과대평가한 점에서 비판한다(조형외,
2006).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 혹은 시민과 시민과의 관계에 한해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나 갈등은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시민권의 문제에서 배제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삶의 문제는 시민권의 논의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삶의
정치적 영역과 비 정치적 영역이 융합되고 사적인, 도덕적 경제적 행위양식이 공적인 영역과의 경계선이
점차 모호해 지고 있다. 게다가 公私의 2분법적 분리는 여성은 자연, 남성은 문명이라는 이원론적 공식으
로 이어져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김에 따라 다양한 환경문제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은
1960년대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사회운동3)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시민권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보편적 평등권리라고 천명되어 왔
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 인종, 성별, 계급등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권력관계의 조직원리에 따
라 시민권은 차별화되고 불평등하게 적용되어 왔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보편적 평등이란 남성들간
의 보편주의를 의미할 뿐이고 가부장적 편견이나 백인 우월주의를 반영한다. 이렇듯 보편적 평등론은 사
회내의 권력요소들이 간과된채 그럴 듯하게 포장되고, 이데올로기화되어 다른 집단을 시민적 지위로부
터 배제하는 현실을 은폐하고 지속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Taylor, 1989). 이 같은 공과 사의 분
리, 보편성과 특수성간의 이분법적 논리는 여성을 시민적 지위로부터 배제시키고 시민성 내의 성불평등
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이에 여성주의자들은 공적영역에 국한된 권리, 국가가 형식적으로 부
여하는 권리로 개념화되는 자유주의 시민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과 사적
영역의 권리를 포함시킬 것과 관심(concern), 보살핌(care), 관계(connectedness)의 가치를 중시하고 여
성의 정치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민권의 개념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Mouffe,
1992; 장미경, 2001). 즉, 시민권의 범주를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까지 포괄하고, 경험과 이해가 다른 모든

집단을 하나로 간주하는 보편적 시티즌십보다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적 시민성을 주장
하였다.
여성주의 시민성에서 주장하는 것은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간의 권
력불균형에 대해 지적하면서 차이(difference)와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고 소수집단의 특수한 경험
과 이해를 반영하여 어느 집단도 시민적 지위와 권리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Young(1990)은 성별 또는 집단간 ‘차이’에서 오는 이질적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성별적으로 제한된 시민
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집단의 차이를 대립적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주의 시민교육에서는 기존의 시민교육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것
은 기존의 무조건적 성장과 양적 팽창보다는 평등과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지향하고 지배, 종속의 권력
보다는 상호배려와 돌봄을 조직원리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시장과
가족,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남성노동과 여성노동이라는 분화와 단절의 경계가 허물어져 통합적 사회
권과 시티즌십이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조형외, 2006).

3) 신
 사회운동은 자유주의 정치이론에 깔려있는 공사의 이원적 분리의 틀 안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제들을 정
치화하였다. 이를테면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에 대한 관심까지도 포함하는 생태, 환경운동, 정체성과 존엄성의 보호
그리고 성, 나이, 종족, 언어, 지역 등에 의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운동, 반전운동과 평화운동, 재화와 용역의 생
산과 분배에 있어서 ‘대안적인’ 또는 ‘공동체적’ 양식을 주장하는 운동들이 이에 해당된다(정수복,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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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대상이나 방법과 관련된 문제
셋째 질문은 학교가 글로벌 시민교육을 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곳인가의 문제이다. 이제까지 우리
는 시민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시절 학교를 통해 올바른 시민의 역할과 태도, 그리고 시민의 권리
와 의무에 대해 가르쳐 왔다. 윤리교육이나 사회과 교육을 통해 국가주의적 질서유지와 충성심을 기르
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으로 세계적 시민성을 기르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그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의 시민교육은 인지적 교육에 치우쳐 있기 때
문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학교보다는 사회전
체적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며 예컨대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던가 국제정치기구에 참여해 보
는 것이 시민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편 Sigel & Hoskin(1977)은 시민교육의 결과를 산물
(product)로 파악하기 보다는 과정(process)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인기에도 시민교육이 이

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화를 산물로 파악하게 되는 경우 획득된 가치나 규범이 과연 내면
화되어 개인의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화를 과정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기본 가치나 태도에 기초하여 그 후 개인의 성장 과정에 따
라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고 그것이 내면화되면 자연히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는 논리에 무리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역내 불평등이나 문화적 편차에 도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시민교육이 더 중요하다(Usher. Bryant & Johnston,
1999).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실제의 생활을 주도하는 사람은 성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의 경우, 젊은 시절 받은 시민교육의 내용이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은 경
우에는 재사회화(resocialization)를 할 필요가 있다. 와이스버그(Weissberg, 1974)에 의하면, 일반적인 정
치적 태도나 정향(political orientation)은 청소년기에 습득되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신
념은 성인기에 습득된다고 한다. 이는 성인기에도 시민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성인은 당
대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시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
에 올바른 시민성을 갖추어야 하며 잘못 사회화된 내용이 있다면 평생교육을 통해 재사회화를 해야 한다
(이해주, 1996).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시민교육은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민성 계발을

위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협동적 노력에 의해 극대화되어 질 수 있다. 이른바 평생교육적 틀 속
에서 성장단계의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글로벌 시민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다양한 민족이나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은 지역사회이다.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면
대면 만남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이며 그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다. 잃어버린 공동체의식이나 연대감을 형성하고 지구촌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역
시 지역사회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인들의 시민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 글로벌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경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기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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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시티즌십의 핵심은 시민성에 관한 것이다. 지구적 사회의 전개로 인한 위험사회의 징후들, 전쟁과
테러, 폭력 등의 시민윤리와해 현상은 전 지구인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
원주의적 시민성 교육으로는 세계화시대의 초국가적인 상황과 모순들에 대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
문에 이를 글로벌 시민교육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3가지 차원에서의 쟁점을 중심
으로 향후 글로벌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해 보았다.
첫째, 글로벌 시민교육은 국가중심의 일원적 시민성에서 민족, 국가, 세계와 관련된 정체성을 복합적
으로 가질 수 있도록 다원적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을 길러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각 정체성간의
혼돈을 막고 다문화사회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을 강조하는 교육과 더 큰 세계에 유용한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는 교육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란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글로벌 시민교육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서 출발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시민교육은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이분화시키는 방법으로 성별에 대한 차별을 불식시
키는 것이어야 하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중시하는 생명과 돌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
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며 이는 획
일성보다는 오히려 다양성, 다름과 구별의 경계보다는 연결, 관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결가능한 것
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의 현실과 발전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계를 건강한 지구
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시민교육의 목표와 연결되는 것이다.
셋째, 글로벌 시민교육은 학교교육만을 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인이나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상이나 장소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교육방법상의 문제도 포괄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시민교육의 대상을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모두에게
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성인들의 가치나 생각은 아이들의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인식의 확장을 위
해 재교육과정도 필수적이다. 평생교육은 모든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까지 수행해야하는 모든
발달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도 시민성의 개념확장과 반사회화, 재사회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 방법의 문제에서도 인지적인 교육방법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한
다거나 세계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적 시민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
서 평생교육적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시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도표화 시키면 <표1>과 같다.
국가 시민성
일원적 정체성
양적 성장 중시
학교 중심

글로벌 시민성



다원적 정체성
생명과 돌봄, 관계 중시
평생교육 중시

<표1> 시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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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세계화로 인해 분명 우리는 과거보다 작은 세계속에 살게 되었고, 서로가 밀접한 영향을 주며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정체성의 문제, 집단간의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 차별, 빈곤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계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지구를 어
떻게 보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의 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가? 동시에 어떤 형태의 통일성
을 견지해야 하는가? 의 숙제를 던져주었다 (Noddings, 200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이제
까지의 국가중심적 시민교육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며 이를 글로벌 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틀로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그 틀 안에는 폐쇄적 국가주의에서 탈피하여 다른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인정하는 다문
화교육이나, 구조적 불평등을 반대하는 평화교육, 혹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부정에 항거하는 인권교육 등
을 포괄해야 한다. 또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성 개념을 재조명하면서 사회전체의 가치를 변혁하
여 전지구적 연대, 생명, 보살핌, 다양성 등의 탈 위계적 가치와 실천적 결합을 추구하는 대안적 교육운
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글로벌 시민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통합적 시
민성으로 특정한 민족이나 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문화와 관점을 포괄하는 다문화적 시민성
(multicultural citizenship)이며, 다원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층적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이다. 또한

전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모두가 존중받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시민성(inclusive citizenship)이라 하겠다.
글로벌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계화를 통해 일어난 부정적인 측면, 특히 국가, 지
역, 계층, 사회적 성, 인종 등의 제 분야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이 다원적 확립 가능할 수 있도록 개념적 인식의 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유아기로부터 청
소년기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자기리더십 함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인들의 세계시
민성 함양교육이 평생교육적 맥락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함부르크 성인교육선언 2항에서는 “성인
교육은 권리 이상의 것이며 21세기의 열쇠이다. 이는 활발한 시민권의 결과이고 사회에 대한 전적인 참
여를 위한 조건이다. 또한 성인교육은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민주주의, 정의, 성평
등, 그리고 사회적, 과학적, 경제적 발전을 향상시키며 폭력적인 갈등이 정의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평화
의 문화로 대체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개념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본질적으
로 평생교육이 추구하고자 점과 글로벌 시민성이 만나는 접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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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3

글로벌 시민사회 구축과 평생교육의 과제
배영주 (조선대학교)

Ⅰ. 글로벌 시민사회: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 불투명한 전망
■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시민사회, ‘글로벌 시민사
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세계화나 시민사회 등에 대한 논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개념적 합의나 실증적 분석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화로 인한 글
로벌 자본주의의 확산과 국가 권력의 약화 현상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시민사회가 기존 ‘시민사회’와는
구분되는 차원에서 관심을 받고 있음
■ 그러나 글로벌 시민사회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고유의 외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음(Keane, 2003): 특히 글로벌 시민사회를 기존
시민사회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규정할 때, 그것이 그에 조응하는 하나의 독자적 범주, 다시 말해 세계 국
가(a world state)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틀로는 규정되기 어려운 난점을 갖게 됨
■ 일부 학자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글로벌 자본이나 이기적 국가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몇 가지 흐름
들(국제 NGO나 지구적 차원의 사회운동 혹은 대안적 포럼 등)이 실제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글로벌
시민사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전반적인 국가 영향력 몇 통제권 약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제권은 지속될 것이며, 국가는 여전히 국민을 대표한 국제 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낼 것임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시민사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는다거
나, 혹 존재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가 간 체제 외부의 극히 소극적이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
망을 내놓고 있음
■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결론도 성급하며 불완전한 것일 테지만, 이처럼 불투명한 전망에
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국민국가라는 전통적 정치 범주 및 경계를 뛰어넘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 공영’의 가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나설 것인지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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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시민사회 구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임: 국적(nationality)처럼 외부에서
부여된 정체성은 아니지만, 인류 공영의 가치 실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각자의 국가적
정체성과 이해관계, 그리고 세계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여 서로 돕고 연대하며 헌신할 수 있을지, 그러한
사람들의 ‘전환적’ 변화가 글로벌 시민사회 구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변수가 아닌가 생
각함
■ 그러나 대체로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임: 우리의 경우, 한 연구에 따르면(김태준, 2009),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주민, 그리
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높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국제 사회 일원으로는 낮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남
■ 이 점에서 연구자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구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열쇠로서 사람들의 인식 및 태
도의 전환을 가져오는 ‘교육’에 시급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전
환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의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코자 함

Ⅱ. 글로벌 시민사회의 주요 흐름
1. 글로벌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김호기, 최성수, 2005)

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도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지구적 확장으로 보는 시각
◦ 글로벌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개념화하려는 가장 일반적인 시각
◦ 난점: 지구적 차원의 권위 혹은 세계 국가 없이 시민사회 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 Anheir, Glasius, & Kaldor(2001, 2002): 글로벌 시민사회의 개념적 모호성은 인정하지만, 세계화
과정의 대응 세력으로서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수많은 국제 NGO, 병행회의, 국가 간 단체들이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글로벌 시민사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
◦ Meyer(2000): 글로벌 사회의 도덕적 제도적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동의를 통해 창출되는 것이 아
니라, 국민국가 내에서 국가, 조직, 개인 행위자들 사이의 위계와 질서, 제도에 바탕을 마련해주었던 근대
적 가치 기반들을 모델로 동형화(isomorphism) 과정을 통해 확대 및 재구성되는 것이라 주장함. 따라서
글로벌 시민사회 역시 기존 시민사회와 동일한 준거점을 가진 것으로, 새로운 지구적 환경 속에서 기존
시민사회가 확장 및 재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 Kaldor(2003): 시민사회와 글로벌 시민사회는 구분되지 않는 동일한 것. 시민사회 개념은 변화하
는 정치적 권위의 특징, 정부와 시민 사이의 계약 내용의 변화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민주화 및 세
계화에 의한 변화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본질적 외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197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부활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등장과 구분되는 것이 아님. 이미 80년대 동유럽의 반정부 사회운동은 적극
적인 국제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 당시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중심 요소로서 ‘초국성’이 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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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인권・민주화・환경 등의 이슈는 그 자체가 일국적 사안이 아니며 인류 보편적 이
해관계 및 가치를 반영하는데, 특히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이슈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면에 부
각되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의 초국적 성격이 전 지구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된 것임을 지적.

⑵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 간 체제 외부영역으로만 존재하는 제한적 영향력
◦ 지구적 질서의 중심은 국가 간 관계
◦ 국제관계 분야의 현실주의적 시각을 반영한 관점
◦ Gilpin(2001): 세계화가 지구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논리에 강하게 반대. 초국가적
시장 권력이 성장하면서 국민국가체제가 침식당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 여전히 국민국가는 국내적으
로나 국제적으로 주요한 행위자이며 세계화의 지형도 사실은 국가 간 체제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 주장.
◦ Anderson & Rieff(2004): 글로벌 시민사회의 명분을 내세우는 환경・여성・인권 단체 등은 사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익 단체일 뿐, 실제로 민주적이지도 책임성을 부여받지도 않은 사회
운동가들에 불과함. 이들을 글로벌 시민사회라는 지구적 차원의 여론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옳지 않음.

⑶ 새로 도래하는 지구적 질서의 총체적 표현
◦ 국가들 간의 관계와 글로벌 시장 영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독자적이며 총체적인 질서 체제
◦ ‘cosmocracy’(Keane, 2003): 전 지구적으로 불균등하지만 대체로 일원적 중심을 가진 하나의 체계
◦ 글로벌 시민사회의 범위 및 영향력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 시장과 시민사회를 구분하지 못함
■ 여러 가지 개념적 혼란 및 산적된 논쟁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민사회의 잠재력이 국가 사회주
의의 붕괴과정이나 남미 및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돼 온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지구적 범위의
시민대응 세력과 그 흐름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러한 흐름이 어떻게 전개
되고 있으며 어떠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글로벌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교육적 조치
마련에 활용할 필요 있음

2. 글로벌 시민사회 주요 흐름
■ 글로벌 시민사회가 하나의 균질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라기보다 다양한 힘과 흐름들을 범주로서
규정한 것이기에, 글로벌 시민사회로 규정할 수 있는 현상들 역시 매우 다채롭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김호기, 최성수(2005)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골격을 이루는 주도적 흐름으로 국제 비정부조직(NGO)의 확
대와 국제적 연대에 기반 둔 대항적 대안적 포럼들(병행회의), 그리고 종교・관광・이주・문화산업 등 비
정치적 영역의 세계화와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온라인 가상공간을 지적함

분과 패널 3│글로벌 시민사회 구축과 평생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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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국제 NGO
◦ 1990넌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만 3천 여 개의 국제 NGO가 있음
◦ 역할 변화: 초기 NGO가 국제적 수준의 ‘자선적’ 성격을 보였다면, 그 후에는 ‘개발’로, 최근에는
비판 및 주창 활동에 주력하는 ‘세력화’로 불릴 수 있음:
- 이는 더 이상 NGO가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지구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구
촌 일반인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주요 행위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 글로벌 거버넌스 공간 확보: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연계, NGO 자체가 지닌 경제적 중요성 증대(상
근 인력 10만명, 약 120만 명의 추가고용효과로 추산)

◦ 대부분이 유럽 및 북미 등의 선진국, 북반구에 집중: 국제 NGO만으로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좀 더 비조직적이며 자발적인 풀뿌리 글로벌 시민사회의 면모까지 설명하기 어려움

⑵ 지구적 사회 운동과 대안적 포럼들
◦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서 2001년부터 시작된 세계사회포럼(WSF), 제노바사회포럼, 더반 인종
차별철폐회의 및 NGO 포럼, 교토협약 모임 등, 강대국 중심적이며 친기업적인 세계화 추진모임에 반기
를 드는 형식 또는 지구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집단적 노력
◦ 지구적 공론장(global public sphere) 창출: 그러나 모든 포럼들이 항상 조화를 이루고 공공적인
결과물을 내거나 반영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아님: 어떠한 방법과 양상으로 지구적 공론장을 창출하고
성공적인 대안 마련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
◦ 중요한 것은 국가 간 체제와 초국적 기업을 대표로 하는 지구적 시장 권력의 횡포, 즉 신자유주의
적 세계화에 대항하고 제동을 거는 글로벌 차원의 시민들의 역동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

⑶ 지구 문화
◦ 정보기술혁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교통, 통신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지구 시민사회를 이루는 단
위인 개인과 조직들이 국가라는 기존 관습적 제도적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조건 마련: 여행, 이주, 초국적
미디어, 문화상품 등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집단 차원에 한정될 수 없는 경
계를 초월한 지구 문화(global culture)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물론 이 지구적 문화는 하나의 동질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문화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
해지면서 혼성화되고 다양화되는 복수의 문화들이 가지는 탈국가적, 지구적 특성을 강조하는 개념적 용어에 해당
하는 것으로, Smith(1990)가 제안하는 ‘지구적 문화들’(global cultures)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음)

◦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지구 문화의 경향이 결코 일방향적이거나, 전지구적으로 균질적이지
않다는 점임: 서구 문화제국주의로 수렴되는 것도 아니며, 혼성 문화의 다원성이 보편화되는 과정이기만
한 것도 아님. 민족적 정체성이 세계화 과정 속에서 침식되기도 하고 세계화와 대립적하면서 오히려 강
화, 증식되기도 함

270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 세계화라는 거시구조적 변동이 개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충격을 가하며, 이에 대해 자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거부, 승인, 타협 등의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
벌 시민사회의 집합적 내면의 풍경은 세계화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적
보편주의와 전통적 가부장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과 급진적 종교관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
등의 공존이라 할 수 있고(Castells, 2000), 이로 인한 갈등도 증대되고 있는 상태

⑷ 인터넷 공간에서의 글로벌 시민사회
◦ 인터넷 공간은 탈중심화된 구조적 특성을 통해 기존 권력구조 외부에서 활동하는 조직 및 집단에
게 강력한 참여의 도구를 제공해 줌(Naughton, 2001): 시민사회 내 자율적인 비정부 조직 혹은 사회 운
동조직들로 하여금 새로운 네트워크와 공론장, 혹은 활동 공간 확보의 가능성 제공(국제진보인터넷연합체
(APC): 4만여개의 NGO와 시민운동단체를 인터넷으로 연동시켜 이들의 활동과 정보공유를 가능케 하는

역할 수행): 온라인을 통해 대안적 연대 조직들이 활발히 활동,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했던 동원잠재력
을 현실화 함
◦ 그러나 인터넷 가상공간 역시 글로벌 시민사회로 성장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 정치 경제적 권력과 창의적, 자유주의적, 모험 정신의 대치, 해방의 가능성 대 사적 영역 감
시 및 통제 가능성, 시장 자본주의적 관점의 팽배(시장 잠재력 극대화 도구로 활용), 정보 공유권 대 개인
인권 간 갈등 등
■ 이처럼 지구적 차원의 시민활동의 흐름이 포착될 수 있지만, 그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 가지 한
계점들도 동시에 포착: 북반구 중심의 국제 NGO 활동, 실질적 대안 마련보다는 선진국 정책이나 세계
자본 비판에 치중하는 대항 포럼으로 지구의 남/북 갈등 심화, 특정 이해를 같이하는 일부 사람들 간 배
타적 이익 집단화 증대, 문화적 이질성에서 비롯된 반목 및 충돌 가능성 급상승 등 ⇒ 편중된 글로벌 시
민사회 ‘참여’ 문제와 구성원 간 ‘연대’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이 드러남
■ 한편, 현재로서는 국제적 협상 과정에 비정부 조직들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가 지구적 수
준에서 국가적 공론장과 풀뿌리 공론장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절차와 내용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Habermas(2001), 연구자가 볼 때, 이처럼 글로
벌 시민사회에의 관심 및 참여가 편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문화적 상이성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
간 충돌이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과연 국제적 협상 과정에 비정부조직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
하는 것만으로 공론장이 형성되고 그럼으로써 민주적인 지구적 의사결정 및 정치가 가능할 것인지 비판
적 시각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 연구자는 이러한 모든 일의 핵심에 여전히 사람들의 각성된 힘을 위치시키고자 하는데, 개별 국
가의 이익과 권력유지만을 앞세우는 국가와 자본의 극대화만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자본의 대항 세력으
로 지구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역할할 수 있을 것인지, 글로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NGO나 대항 포
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시민여론 형성 등에 얼마나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하
고 참여하며, 지구적 문화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봄: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하는 비정부 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노력은 과연 소속 국가나 소속 집단 이해에

분과 패널 3│글로벌 시민사회 구축과 평생교육의 과제

27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저마다 다른 형편에 놓인 글로벌 시민들이 세계 자본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강하게 연대할 수 있는지, 각국 및 각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정은
너무나 상이하며, 각 집단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즉 문화도 이질적이어서 글로벌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

Ⅲ. 글로벌 시민의 역할 과제와 글로벌 시민교육의 과제
1. 글로벌 시민으로 역할 하기

■ 연구자는 글로벌 시민이 특별한 국제적 능력을 가진 몇몇 한정된 엘리트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글로벌 시
민 역할과 관련된 과제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배영주, 2013), 그 결과를 정리, 제시하면,

⑴ 글로벌 시민으로서 정체성 다지기
◦ 지구는 우리의 인식이 미치는 범위에서 배타적 경계를 지닌 것도, 세계 시민권이 발급되는 것도
아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글로벌 시민으로 자각하지 못함
◦ 따라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세계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 자각하고 글로벌 시민
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져나가려는 노력 없이는 인류 전체를 위한 헌신과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우리-의식’을 다지는 일이 중요함(Giles & Middleton, 1999)
◦ 하지만 지구의 구성원들이 ‘우리-의식’을 가지면서 정체성을 다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 동일한
집단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해 줄 권력도 없을 뿐더러, 구성원 간 공유 가능한 최소한의 문화적 동
질성이나 보편적 도덕률 같은 것도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태
⇒ 스스로 실제 생활과 경험의 과정에서 다양한 특수들로부터 지구적 보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
요함: 일상의 차이와 타자성에 주목하여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행위
하나하나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고,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함: 주어진 보편에 맞추어 재단
되기보다, ‘지금 여기’서 자신의 지식과 행동이 지역, 국가,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반성하
고 일상의 문제들을 공적 영역 안에서 걸러진 이해관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진정한 ‘시민’이 필요함
(설규주, 2001)

⑵ 다중 정체성 문제 다루기
◦ 현대 사회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중적 특징을 지님: 상황적 맥락
에 따라 개인은 여러 다양한 정체성들을 한꺼번에 소화해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함(Heat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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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er(1990)는 민주사회 통치 원리인 ‘지방성의 원리’를 들어 상이한 차원의 정체성 갈등을 보다
작은 집단, 보편성 대신 특수성의 차원에 주목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함: Hiebur(1960)는 개인
의 숭고한 이타심이 국가의 이기심으로 변절될 수 있는 애국심의 위험성에 주목, 도의적 호소와 사람의
보편적 필요에 주목하는 글로벌 시민성이 언제나 국가 시민성에 앞서야 함을 주장
◦ Briks(1997): 다중 정체성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용기의 문제임: 글로벌 시민
은 상이한 수준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정책적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
으로 상이한 수준에서 요구되는 정책이나 목표들을 최대한 조화시키는 노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⑶ 이질적인 개인끼리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기
◦ 세계화 정보화 시대, 탈거리화(dislocation)를 통해 활성화된 문화들 간 만남이 대화와 소통보다는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됨(진은영, 2008): 소통을 방해하는 이질적 언어, 배타적인
종교 대립, 꺾일 줄 모르는 근본주의의 강렬한 전투력 등이 문화적으로 상이한 집단 간 충돌을 부추김.
여기에 더하여 민주화 경향에 편승한 세계 각 소수집단의 강력한 권리 주장이 지구적 차원의 ‘연대’ 기반
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성환(2009)은 다문화 시대의 ‘연대’가 단순히 타자로서의 외국인과 함께하는 물리적 병존이 아
니라, 내면적 소통을 통한 화학적으로 결합 가능한 상호 존중의 삶의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함. 이는 단순
히 시민권 부여나 쿼터제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 전
환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
◦ 혹자는 글로벌 시민적 윤리 및 관용의 정신에 호소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 주장하
지만, 연구자는 그보다 구체적인 역사 상황 속에서 시민 개개인이 서로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의식’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것은 일반적 윤리 및 관용을 내
용으로 하는 일방적 ‘교육’보다, 지구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삶과 삶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서 비
롯하는 능동적인 ‘학습’에 주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⑷ 세계 정치 참여하기
◦ 오로지 국가가 공공 영역을 대표하였던 시대의 국가 시민과 달리, 글로벌 시민들은 첫째, 세계 권
력 게임의 장에서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세계자본의 비윤리적, 반인본적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정권 유지에 사활을 건 국가의 반인권적, 반다문화적 정책과 국가 간 정의롭지 못한
결탁이나 자국의 이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폭력 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이기적인 국가
나 세계화된 자본, 인권을 훼손하는 집단을 견제해야 할 비정부기구, 국제기구들이 강대국이나 다국적 기
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함
◦ 인간의 존엄성, 평등, 정의, 연대 의식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권리들은 정책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해야 할 시민성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실천적 용기
가 필요
◦ 개별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공 영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재건하고
확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 정치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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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언급된 내용을 이지미로 정리해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2. 글로벌 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 현재 우리나라 글로벌 시민교육은 글로벌 시민 역할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몇 가지 한
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학교교육의 한계: 현재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글로벌 시민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글로
벌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볼 때, 대표적인 사
회화 기관으로서 국가 영향력이 큰 학교로서는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점에서 자유롭기 어려움

⑴ 실천성 확보 관련 한계: 글로벌 시민으로서 수행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기본적으로 아동보다는 성
인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글로벌 시민교육은 세계는 하나, 우리는 글
로벌 시민, 지구촌 사회, 지구 운명 공동체 등과 같은 피상적이며 원론적인 수준 및 접근에 그칠 가능성
이 높음: 또한, 아직 문화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

⑵ 다중 정체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어려움: 국가적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글로벌 시민
으로서의 정체성 수행을 (이미 국가관을 형성한) 성인 수준으로 가르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의 입장
에서도 국가 차원의 정체성과 갈등의 소지를 가진 글로벌 차원의 정체성 교수가 오히려 사회 통합을 저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워, 글로벌 시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어려움. 오히려 국가가
국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표로 나서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강조
하고 국가 정체성과 글로벌 시민 정체성 간의 조화를 피상적으로 강조하는 데 그침

◦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글로벌 시민교육이 학교와 사회교육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더 풍성한 내용
및 활동으로 지원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네스코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학교 외에는 글로벌
시민교육을 위해 사회교육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상태
◦ 사회교육의 한계: 전체적으로 시민참여 사회교육의 부진 속에서 국제 NGO와 일부 시민단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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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글로벌 시민교육이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활성화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특히 성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부족한 상태. 이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개인의 직업
적 성장이나 여가, 소양 활동 등에 치우쳐 공적 성장을 겨냥한 교육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우리나라 성
인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시민교육은 평생교육적으로 설계, 접근될 필
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정리,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우선, 연구자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실천의 관점에서 실제 시민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
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글로벌 시민교육의 주요 영역을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탐색적 정체성 교
육’, ‘경험적 다문화 학습’, 그리고 ‘사회행동기술교육’으로 정리하여 제시함(배영주, 2013) : 글로벌 시민
교육의 내용에는 첫째,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임하며, 다중 정체성 문제를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체성 교육’과, 둘째 단순히 이주민의 문화적 이질성과 사회적 통합 문제를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한정된 기존 다문화교육에서 벗어나, 세계화 정보화된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놓인 과제인 문화
다양성 다루기를 핵심으로 삼아 인류의 다양한 문화 이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학습하여 보다 나
은 문화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문화 다양성 교육’, 그리고 셋째, 지구에 대한 관심과 글로
벌 정치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태도, 그리고 비판성을 함양토록 하는 ‘사회행동기술
교육’ 등이 필요함
◦ 둘째, 이러한 각각의 주요 영역들은 요구되는 교수-학습 내용의 수준 및 특성에 따라 아동 대상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비형식교육), 성인대상 사회교육 등의 영역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될 수 있으며 그것
들이 상호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음

영역1: 탐색적 정체성 교육

- <학교> ‘지구적 인식 배양’ 교육: ①세계는 단일하고 복잡한 지구적 시스템 ②개인의 사적, 집합적
결정과 행동이 지구 시스템의 미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③ 인간은 가족, 종교, 국
가와 같은 여러 집단의 발전에 다중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며, ④ 지구 생태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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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해가 지구 공동체에 책임을 갖고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을 가르침(Hanvey, 1975)
성찰적인 국가 정체성 교육을 기반으로 한 성찰적 글로벌 시민 정체성 교육의 기반 다지기
-<비형식교육>: ‘지구적 경험 공유’ 작업: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혹은 일상적 삶을 통해 얻게 되는 경
험들을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경험과 상호 참조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분석하도록 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의식’ 배양 : 인터넷 활용 교육

영역 2: 경험적 다문화 학습

- 종래 다문화교육이 배려와 다양성, 인권과 평화, 문화적 다원주의와 사회평등 등 훌륭한 가치를 학
생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상호 존중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에 한계가 있음: 앎의 차원에 그치는 것
이 아닌, 실제 삶의 방식과 느낌의 양태를 띠는 문화의 문제, 발견과 공감의 문제, 그리고 체험의 문제로
이어져야 함
- 간문화적 대화나 토론의 한계: 문화 그 자체가 특정한 방향에서 생각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심
지어 보이고 들리게 하는 특정한 신념과 사고의 틀이기에, 아무리 자신의 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소망한다 해도, 어떤 다른 틀도 갖지 않은 사람마냥 다른 문화나 내 문화에 대해 정확히 비판하고 치우치
지 않은 방향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 대화는 상호 간 의사
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견 평등 지향적이며 민주적인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더 나은 지식을 가
진 사람,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
함
-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 사이의 상호 존중을 위해서는 윤리적 덕목의 가르침이나 간문화적 대
화 대신, 구체적으로 문화가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직접 탐구하고 그 배경을 탐색,
발견하는 ‘학습’이 자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대화와 달리 학습은 어느 한 편으로의 수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문화적 다양성, 혹은 이질성에 관대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겸허한 태도 자체
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
- 문화 학습: 단순히 문화 내용을 피상적 차원에서 전달받는 활동 이상이어야 함: 새로운 문화를 아
는 것(지식)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참여), 실제 그러한 문화에 참여한 자신을 확인
하면서(반응), 해당 문화의 기저를 이해하고 문화적 행위의 이유를 알게 되는(해석) 다차원적 활동이 될
수 있어야 함(Giles & Middleton, 1999):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이지만 나의 문화에 대한 성찰로 연결되는
학습, 지식은 물론 실천(참여, 반응)과 성찰(해석)로 이어지는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영역 3: 사회행동기술교육

- ‘사회행동기술’: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Bennett,
2007) 세계정치 및 세계 경제, 국제법과 세계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세계시민들 간 원활한 소통

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구축,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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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세계에 침투해 있는 여러 가지 부정의(injustice)를 감지해낼 수 있는 비판성 함양
◦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글로벌 시민교육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글로벌 시민이어야 하며, 그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함: 앞서 지적한 대로, 글로벌 시민교육에 국가가 나서는 것
은 한계가 있음. ⇒ 국제 NGO나 대안적 포럼, 시민교육 단체들의 교육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투
자가 필요하며, 그러한 교육 기회가 어느 특정 대상이나 지역에 치우침 없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제
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것이 글로벌 시민사회의 민주성 담보와 민주적 공론 장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Ⅳ. 마치며
■ 세계화라는 모순적 과정 속에서 연구자는 글로벌 시민사회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를 걸고자 함:
이는 돈과 군력을 가진 측과 그렇지 못한 측, 세상을 움직일 힘을 가진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 상대방
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극단적 신념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간극을 가로지르며
중재함으로써 모두를 살리려는 노력으로, 그동안 인류가 만들어온 그 어떤 성과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지혜롭고 용기있는 공동체적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세계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들 개개인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치열한 노력에 전념할 뿐,
지구 공동체를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며 헌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어떻게 내 속
에 숨어버린 ‘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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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3

이주민 현장에서 본
글로벌 시민교육의 과제와 실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평생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민교육의 목표는 한마디로 글로벌 시민성의 확립일 것이다. 그 목표를 이
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민성이란 무엇인가?가 하는 가치와 방향성의 정립이다. 이 글을
씀에 있어 두 측면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이주민 관점에서 본 선주민1)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시
민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결혼이주민의 문해교육을 통해 본 글로벌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다.

1. 평생교육을 통한 선주민 대상의 글로벌 시민교육
1) 글로벌 시민교육의 내용-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정의

평생교육의 장에서 글로벌 시민교육을 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평생교육의 내
용인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정의다.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
을 위해 이주민과 함께 활동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글로벌 시민이란 성·인종적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사회를 성차별,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 정의
는 이주민과 함께 사는 한국사회 현상에서 제기된 것이다.
유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일 년에 2억 1천4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을 한다

1) 여
 기서 사용하는 선주민의 개념은 오래 전에 우리 조상이 다른 곳에서 먼저 이주해 와서 주민이 되었다는 뜻으로 한국
인 대 외국인의 개념이 아니라 차별을 넘어서자는 뜻에서 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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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UNDP보고) 이중 65-70%가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의 추구 등 경제적 이유에서 이주를 한다

고 한다. 세계적으로 이주인구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54%로, 남성이 46%로 조사되고 있다. 유니펨
의 보고에 의하면 아시아의 경우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빈곤의 세계화’
현상이 ‘빈곤의 여성화’를 촉진하였고, 이 ‘빈곤의 여성화’가 ‘이주의 여성화’를 수반한 결과다.
2014년 7월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8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외국인노동자가
520,920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231,520명으로 10.2%이며 그중 혼인귀화자가
83,929명으로 5.8%, 미귀화자가 147,591명으로 10.2%다. 외국인 유학생이 5.8%, 동포이주자가 187, 616명
(13%), 난민이 0.4%다. 전체 외국인 귀화자 수는 국민인구의 2.8%다. 한국에 국가 간의 노동 쌍무협정을

맺은 나라가 15개국이며, 미등록노동자를 포함해서 노동자로 들어온 나라가 157개국, 국제결혼으로 이주
하는 여성의 나라만도 127개국 이상이다.
10,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44곳이며 거주 분포는 수도권에 63.1%(경기 30.5%, 서울 27.4%,
인천 5.2%)가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경남6.2%, 충남 4.7, 경북 4.1 이다(2014. 4. 안전행정부 통계자료)

기타사유 취득자
3.5%

외국인주민 자녀
13.2%

혼인귀화자
5.8%

외국인근로자
36.0%

기타
12.5%

외국국적동포
13.0%

유학생
5.8%

결혼이민자
10.2%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는 한국사회의 동력과 대안으
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적 행동으로 이주민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인들의 공격성에 대해 대다수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입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사회 현
상에서 글로벌 시민성의 정의를 「성·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성에 의한 정의
이기도 하다.

2) 글로벌 시민교육이 필요한 현장
위에 정의한 글로벌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만 그 교육만으로 부족하고 평생을 걸쳐 교육되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민
교육의 가능성이 대두된다. 한국의 경우 평생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목표
가 인종차별과 성차별 극복을 주제로 하는 교육은 거의 없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성·인종차별이 일

280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상생활에서 자행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인종차별적 현장

한국사회의 성·인종차별적 행태는 곳곳에서 직면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정
부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고 그렇게나 미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혼혈아’라는 이름으로 왕따 당하
고 있다. 친구들의 따돌림이 싫어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의 수가 35%를 넘어서고 있다(2010, 교육부
통계). 2012년 따돌림이 너무 심해 홧김에 방화를 한 국제결혼자녀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인종편견의 결

과를 잘 말해준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따돌림하고 무시하고 혐오한 자녀의 뒤에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부모와 지역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a. 학교현장에서의 사례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종차별적이고 계급차별적인지 살펴보자.
어느날 우리 한국어교실에 다시는 한 필리핀 여성 ‘글로리아’씨가 가 매우 난 얼굴로 센터에 왔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엄청난 차별을 당해 분하다고 했다. 사연인즉 글로리아 씨의 아이가 학교에서 짝을
정했는데 그 짝의 어머니가 담임선생님께 자기 아이 짝을 바꿔달라고 항의를 해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짝이 없이 혼자 안게 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학교에 카나다인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이번에는 서
로 그 아이의 짝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졸랐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자기 아이가 무시당해 상
처를 입었다고, “한국은 아주 나쁜 나라”라고 속상해 하였다.

b. 일반인 사례

2009년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적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태
다. 7월 10일 밤 9시 경 보노짓 후세인이라는 한 인도인과 친지인 한가람(가명)이라는 여성이 버스 안에
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보노짓은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였다. 이때 버스 뒷줄에 타고 있던 박창
선(가명)이라는 중년 남자가 보노짓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더러워, 너. 더러워 이 개새끼야!” 라고 외쳤
다. 그는 약 1분 간 지속적으로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동행
자인 이때 한가람 씨가 “왜 그래요?”라고 물었더니 박씨는 가람시에게 “넌 정체가 뭐야? 조선년 맞아?”
라고 한 후, 또다시 보노짓을 바라보며 “너 냄새나, 이 더러운 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계속 두
사람에게 모욕을 주었다. 박씨가 욕설을 멈추지 않자 가람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양복을 잡고 경찰
서로 동행할 것 요구했는데, 그는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라고 하며 가람씨
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성(승객)은 “아저씨 너무 심하다. 그만 하세요.”라고 했다.
이에 가람씨는 경찰서로 가도록 버스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박씨는 “이 새끼들아! 내가 경찰서
에 왜 가!”를 외치며 저항하면서 가람씨의 가슴을 누르며 수치심을 주었다. 버스는 계남지구대에 도착했
고 앞서 박씨에게 그만하라고 한 여성도 버스에게 증인이 되어주겠다며 경찰서에 동행했다.
문제는 경찰의 태도였다. 경찰관은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서 일을 처리하려 했다. 가람씨는 공정하지 못한 이야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다가 “가만히 있으라”

분과 패널 3│이주민 현장에서 본 글로벌 시민교육의 과제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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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찰관 말에 좌절감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게 되
었다. 차 안에서도 박씨는 보노짓에 대해 “냄새나고 에티켓 없는 놈”이며, 한가람 씨에 대해 “한국여자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모욕적인 말들을 늘어놓았고, 경찰관은 차 안에서 계속 서로 화해할 것을 제안
했고, 한가람씨와 보노짓 후세인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그는 차에서 내려서도 계속
보통 사람들은 화해하고 끝냄으로써 법적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을 피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에 대
해 보노짓 후세인은 “나는 절대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모든 일이 기록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기 때문이다.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확실
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은 웬만하면 화해를 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고 몇
차례 반복하여 말했다. 이 사건을 접한 우리 단체를 비롯한 몇 시민단체들이 「성·인종차별반대행동」을
결성하여 대응했다. 그러나 한국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아서 ‘명예훼손’으로만 처벌되었다.

c 한국인의 이중성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모든 외국인을 혐오하거나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소위 선진국이나 백인들에
대해서는 아부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에
게는 문제가 될 정도로 배타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몇 년 전 모 방송국이 시험한 ‘한국인의 이중성’은 이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방송국에서 의도
적으로 한 편에는 백인 청년을 세우고, 다른 한편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세우 놓고 이들
이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길을 묻는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기막힌 결과가 나왔다. 각가 15명에게 길을 묻
도록 했는데, 백인청년이 물었을 때는 15명 중 12명이 대답을 했다. 영어가 안 되면 몸짓으로라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청년이 물었을 때는 반대로 15명 중 12명이 모른다고 도망을 갔고
오직 3명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방송은 이것을 ‘한국인의 이중성’이라고 결론짓고 우리
사회의 계급적 인종차별주의를 꼬집었다.

3) 글로벌 시민교육의 출발점
글로벌 시민이란 “성·인종적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사회를 성차별, 인종차별이 없는 사
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 무슨 교육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 출발은 유엔 인권선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유엔인권선언 제1조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애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선
언하고 있다. 이 인권헌장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존엄
한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다. 글로벌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선언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선언에 만족하지 않고 2조를 선언한다. 2조에서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선언함으로 어떠한 경
우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인류의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항은 역
설적으로 인류 사이에 차별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과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국적 차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차별과 종교와 사상에 의한 차별이 있어 세계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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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있다. 바로 이 차별이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특히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해지
고 있다. 이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 계급
차별 외에도 여성이기에 당하는 성차별로 삼중의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와 결혼이주여
성, 유흥업에 유입되어 성매매로 인신매매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
별이라는 삼중고를 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 한국사회가 얼마나 글로벌 시민성이 부족한가를 여실
히 드러내주는 사례다.
평생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민교육은 한국정부가 주창하는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과도 일맥 상통하
는 면이 있다.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대통령 국정과제로 “열린 다문화사회의 구현”을 국가비전으로 주
창한 이후 한국사회는 다문화 열풍을 앓고 있고 다문화범람시대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는 다문화를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민들에게 불안한 삶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주창했던 것처럼 ‘열린 다문화사회의 구현’이 한국사회의 비전이라고 할 때 란 어떤 사회여
야 하는가? 이주민 현장 경험과 유엔인권선언 제2조를 기반으로 “다문화사회란 다문화의 담지자들이 모
든 생활영역에서 인종적, 민족적, 성적, 문화적(종교적)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다. 따
라서 열린 다문화사회란 이주민이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여야 한다. 열린
다문화사회란 다문화공생사회를 뜻하며, 다문화공생사회란 문화가 다른 인종, 민족, 성, 계층들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삶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어우러져 사는 사회를 말한다.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다. 따
라서 다문화공생사회의 기본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은 물론, 그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의 담지자
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과연 다문화의 담지자인 이주민이 존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세계가치관조사> 결과2)에 의하면 한국인의 인종차별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 “외국인 이웃
이 좋다”라는 문항에서 한국인은 조사국 33국 중 31위,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삼고 싶으냐?”는 물음에
는 34위중 33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주창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단일민족
의 사고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함을 보여준다. 이런 인종차별적 태도는 비단 시민개인에게서만 표
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이 사회가 보수화함에 따라 외국인혐오단
체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추방대책위원회, 국제결혼피해자가족협회, 다
문화반대위원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동우회 등 폭넓은 극우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연대틀을 형성해서 애국심의 논리,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관점의 입장에서 논리를 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 관제화된 다문화담론의 목소리와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가면서 이주민의 안보와 인권을 위협하
고 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인종차별과 이중성은 국제사회의 끝없는 권고의 대상이다. 유엔인권위원회가
2009년 한국정부에 한국인이 갖고 있는 단일민족사상이 인종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으로 이를 시정할 것
을 권고했다.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은 1990년 이후부터 2011년 말 총 80건의 이주민 관련사항이 있었는
데 긍정 12건, 저해요인 1건, 우려 28건, 제안과 권고 39건이 있었다. 범주별로 정리하면 인종차별철폐위
원회 45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9건, 유엔사회권위원회 20건, 자유권위원회 2건, 아동권위원회 4건

2) 2 012년 8월 14일 동아일보@ donga.com 인터넷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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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제기구의 권고안은 대부분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당하는 차별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자구촌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없이 인종차별을 감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유엔인권선언교육이다.

2. 평생교육의 한 장으로 이주민 문해교육과 글로벌 시민교육
1) 유네스코 문해교육 과정과 글로벌 시민교육의 가능성

평생교육에서 “성·인종적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사회를 성차별,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글로벌 시민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경우 지금 한국은 적시의 시회를 맞고 있다. 한
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우리 글로벌 시민교육의 나침판과 좋은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굳이 세
계를 나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통해서 세계의 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서구 일변도라는데 있다.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 대륙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이미 들어와 있는 이들과 어울려지내면서 그들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세계에 대한 안목을 기르다
보면 인종차별의 벽이 허물어질 길이 열린다. 나는 이것을 ‘빗장열기’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의 빗장을 여
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 작업을 평생교육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요즘 스토리텔링이 교육방법에 자주 도입되는데 이 스토리텔링 강사로 이주민을 초청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저절로 글로벌 시민성 으로 한 걸음 나가
게 된다. 이주민을 강사로 초청할 때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박사나 서구 출신 이주민은 존중
하면서 아시아 이주민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등하게 대하는 것부터가 지구시민교육의 시작이며,
이런 교육이 유네스코에 의하면 문해교육의 한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문해교육이 ‘문맹교육’을 대치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문해교육에 의
하면 학교교육을 제외한 여타의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문해교육이며 다양한 단계가 있다. 유네스코
의 문해개념에는 기초문해, 직업문해, 비판문해, 문화문해, 가족문해 등 다양한 개념이 있다. 우리가 시민
대학, 교양대학, 또는 시민강좌로 부르는 것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모두 문해교
육의 범주에 포괄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해교육은 글로벌 시민교육의 매우 중요한 장이 되는데, 한국
에서는 기초문해만을 문해교육으로 다루고 있고 그 외의 것은 평생교육의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평생교육에서 유네스코의 문해교육 개념을 제대로 도입해서 글로벌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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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이주민 문해교육

(1) 이주민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평생교육의 한 장인 성인문해교육의 중요한 대상이다. 이주민을 위한 문해교
육의 단계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해교육의 전 과정을 아우르게 되는데 이 과정이 평생교육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능력을 기르는 문해력,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기르는 직업기초능력, 시민으로서의 생활, 사회적
참여자로서의 생활, 가정구성원으로서 생활 등 삶의 모든 국면에 전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역량을 기
르는 것 (임언2009)”이다. 문해교육의 이런 정의와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주민 교육은 문해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주민 교육은 “이민자로서 한국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모든 학습내용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의 교육에서 문해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다(전은경2009).”는 말처럼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과 통합을 위한 교육은 문해교육 차원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문해교육이 평생교육의 기
본이자 핵심(이지혜2008)”이라는 점에서 이주민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셈이
다. 임언의 정의에서 보듯이 이주민 문해 교육의 최종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어
야 한다. 때문에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한국어교육을 넘어서 평생교육 개념으로서의 포괄적인
문해교육 관점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민교육은 문해교육 차원에서 접근하
지 못하고 적응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고 문해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주민 교육에는 상정되지 않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2) 현장 사례를 통해 본 이주민 문해교육의 과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필자가 일하고 있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1년부터 이주여성에게 한국어교육과 한국생활 이
해교육을 실시해 왔다. 2006년 문해교육이라는 말을 접하기까지는 여타의 기관처럼 한국사회 적응 차원
에서 필요한 교육을 했을 뿐이다. 2006년 전국의 문해교사에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에 관한 소개를
하면서 문해교육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까지 우리 센터가 한 교육이 문해교육의 일환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개인적인 관심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유네스코의 문해교육 개념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 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의 교육 목표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로 설정하
고 있었는데 유네스코의 문해교육 과정이 이주여성에게 도입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이
주여성 문해교육을 제대로 할 경우 한국사회에서도 시도되지 못한 유네스코의 전 문해교육과정이 총체
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이주여성의 문해교육 첫 단계로서 기초문해가 중요하며 기초문해는 문해교육의 기본이다. 비록
자국어로는 비문해자가 아니라고 하나 한국에서는 한국어 때문에 비문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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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국어와 한국생활을 익히는 기초문해 과정이 필요하다. 이 기초문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문해교육이라는 개념없이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센터에서
도 이주여성 문해교육의 첫 단계로 기초문해 교육을 하고 있다. 기초문해교육은 교실에서 하는 집단교육
과 방문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원의 문해교육 교재가 아닌 국어연구
원에서 펴낸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기초, 초급, 중급 교재를 사용하고 수준도 이 수준에 맞추어
반 편성을 하여 진행한다.

② 기초문해를 통해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직업문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주여
성들은 사회주의 영향 하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국가의 일원으로서,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현실적 경제사정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취업을 하기 위해
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문해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서 강조되는 것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능력 개발이다. 이런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 직업문해 또는
기능문해이다. 이 기능문해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실력이 한국어토픽 4급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다. 통역을 통해서 기능문해를 하기에는 센터의 능력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우리 센터의 경우 기능문해,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비판문해는 단계 별이 아니
라 기초문해가 끝나면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이를 교육하고, 이주여성 당사자가 자국민 여성에게 초보적인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이주여성들에게 상담원교육을 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③ 우리 센터의 이주여성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이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민
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 영주하거나 귀화해 정주할 이주여성을 위
해서는 기초문해와 기능문해 단계를 넘어 국가의 주체적인 시민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기초적 능력으로 확대하는 ‘비판문해’로까지의 문해교육(박인종,2009)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점은 시민으
로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베이징 여성행동강령의 목
표가 ‘여성의 세력화’에 있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의 ‘세력화’까지는 못하고 임파원먼트를 위한
각종 교육을 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임파원먼트 교육은 교과과정에 의해 다
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
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교육 등이 있다. 최근에 이
를 위해 이주여성 당사자 인권교육을 하고 교육받은 이들이 현장에 나가 다른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변방에서 주체로" 라는 이름의 ‘이주여성 당
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매뉴얼 개발, "이주여성 상생을 위한 주춧돌 놓기" 프
로젝트와 이주여성 365일 멘토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있다.

④ ‘문화문해(Cultral Literacy)’와 ‘가족문해(Family Literacy)’ 개념은 최근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
된 것이다(박인종2009). 이주여성을 위한 문화문해는 사실상 기초문해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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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교재의 내용도 한국생활과 관련하여 구성이 되어 있고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가
족 갈등이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문화문해교육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에 많이 입국한 나라의
언어로 한국문화와 한국생활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 우리 센
터의 경우 중급 이상의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한국문화교
육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주민들에게 이주여성의 문화를 가르치는 문해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만든 교재가 ‘아시아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말 걸기’라는 책으로 이주여성의 나라의
지리, 중요한 역사, 풍습 등을 중심한 문화와 예절, 여성의 지위 등에 대하여 기술했다(이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사업단에서도 이주여성의 문화 익히기 교재가 발간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국제결혼가정에서 문화문해는 가족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족문해교육의
필요성으로 자연히 이어지게 된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한 예로 이혼의 위기에 직면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이 있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며 울면서
센터를 찾았다.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파악해보
니 아내가 자기 나라 풍속을 따라 남편을 악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은 칼을 베개에 숨겨놓았는데 남
편이 그 칼을 발견한 것이다. 의사소통도 되지 않다보니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했다고 오해한 것이다. 남
편에게 캄보디아의 풍습을 소개하고 오해를 풀게 했고, 그 후 아이까지 낳아 잘 살고 있다.
잘못된 경우도 있다. 한 몽골 여성이 결혼해 입국한지 한 달도 안 돼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일이 있다.
몽골은 바다가 없고 초원의 나라라서 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 시집왔는데 시어머니
가 한 달내내 풀만 주고 비릿내 나는 해산물만 주었다. 참기 힘들어 ‘고기를 달라’고 했더니 가난한 나라
에서 온 주제에 고기를 달란다고 내쫓아버렸다. 시어머니를 만나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이런 저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국제결혼부부의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다문화가족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매뉴얼 “소통과 동행’을 발간하고 이 교재에 의해 국제결혼부부를 초청하여 교육과 캠프를 실시하
였다.
문해교육에서 가족문해 개념을 도입할 경우 평등가족으로의 결합력이 훨씬 높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한국에 결혼이주를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나라 출신이다.
사회주의권이라 함은 보다 양성평등한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직면하게 되고 갈등을 나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비교적 양성평등문화를 갖고 있
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의 가부장문화에 길들일 것을 강요한다. 가부장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가 여
성결혼이민자의 양성평등적 문화를 배워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에서 양성평등문화
와 가부장문화사이의 충돌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문화문해’, ‘가족문해’의 중요성
을 절감하게 된다.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통합을 위한 차원에서의
문해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문화문해, 가족문해는 매우 중요하다.

(3) 평생교육에서의 문해교육을 통한 문화문해와 가족문해의 가능성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문해교육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에서 ‘새로운 문해교육의 현장 –다문화사회’
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어르신 문해교육을 통해 문화문해와 가족문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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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언어와 문화차이로 갈등이 많은데 어르신 문해교육
을 통해 문화문해와 가족문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어르신 문화문해를 통해서 국제결혼가정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좁힐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 어르신 문해교육에서 특강 식으로 ‘아시아
문화 이해하기’ 등의 강좌를 만들어 소위 며느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역사인지, 어떤 생활문화가 있는지’
등을 소개한다면 며느리가 “게으르다, 예의가 없다’ 등의 오해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교육을 할 때 선주
민 교사가 아시아문화를 배워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주민을 강사로 세우는 것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중에 한국에 온지 오래되어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에게 자국 문화를 소
개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그 이주민 강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아시아문화를 알게 되어 며느리와 사이
에 있던 오해를 풀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강사로 나선 이주여성은 그만큼 지도력도 늘고, 이주여성 강사를
보면서 문해교육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은 이주여성들이 가르칠 줄도 아는 구나! 하고 이주여성을 보는 인
식이 달라진다. 부수적인 효과로 며느리를 밖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시어머니들이 자극을 받아 며느
리를 교육의 장에 내보내게 될 것이다. ‘문화 문해’ 교육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가 이해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소통의 폭이 넓어지는 가족문해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문해의 교육 사례로 한 시를 살펴보자. 이 시는 하종오 시인이 쓴 글인데 어르신 문해교육 시간
에 이 시를 읽어주면서 해산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기 며느리에게, 또는 이웃에게 이야기 해
서 미역국이 아니라 그 나라 해산음식을 해주도록 한다면 그 집이 얼마나 가족문해가 잘 되겠는가? 이런
것이 평생교육으로서의 글로벌 시민교육이 아닐까? 이주민 문해교육이 아니더라도 각종 시민교육에서
이런 접근을 통해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의 해산바라지
지금
베트남에서 몸 푼 베트남인 산모는
친정어머니가 볶아 온 돼지고기를 먹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몸 푼 필리핀인 산모는
친정어머니가 졸여 온 닭고기를 먹고요
지금
태국에서 몸 푼 태국인 산모는
친정어머니가 가져 온 코코넛 야자를 먹고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몸 푼 캄보디아인 산모는
친정어머니가 조리한 해산물 찜을 먹고요
지금
한국에서 몸 푼 한국인 산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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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먹고요
지금
한국에서 몸 푼 베트남인 산모와
한국에서 몸 푼 필리핀인 산모와
한국에서 몸 푼 태국인 산모와
한국에서 몸 푼 캄보디아 산모는
시어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먹고요
시방 아기들은 똑같은 소리로 우네요.
-하종오, 『제국』, 문학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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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3

다문화 이해교육에 기반을 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1)
- 2014년 경문고 따봉(따뜻한 봉사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경문고 박범철

다

1. 들어가며
2014년 9월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은 총 162만 8,77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의 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2)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주노동자 538,587명(이주민의 34.3%), 결혼
이민자 151,605명(9.5%), 혼인귀화자는 90,439명(5.8%), 유학생 80,570명(5.1%), 기타 외국인의 숫자는
217,002명(13.8%)으로 조사됐다.3) 2006년, 다문화 사회 진입을 선언한 한국은 종, 종교, 민족, 태어난 곳
이 다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이주해오는 이주 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고 인구 구성면에서 확연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2012년 여성 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다문화 수용
성 조사 결과,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찬성하는 비율은 36.2%로 유럽 18개국 평균(73.8%)의 절반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 편견에서 비롯된 인종 차별, 인권 침해 사례가 다양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본 연구는 2014년 5월 10일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한성어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인권교육에 기반을 둔 고
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의 실제”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법
 무부,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보 통계월보(2014.9.30기준).
3)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4.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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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들은 사전 준비 없이 다른 문화 간의 접촉이 먼저 일어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진 우리 역사와 단일 민족이라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요
구되어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존중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다문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
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독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정책4)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교
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교육 역시 결혼이주여성5)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집중되어있다. 정부와
시민 단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은 아직까지 원론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다.6)
이에 본교에서는 ‘한국 속의 세계’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 일반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
로 편견,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요구
되는 균형 있는 시민사회교육을 하고자 했다.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학부모 역시 가정을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교
육을 접하지 못했다.7) 어쩌면 우리는 국제화・세계화라는 글로벌 정책 구호 속에서 ‘세계 속의 한국’에
비하여 ‘한국 속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2. 경문고 따봉 다문화 이해교육의 목적
나와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국제난민,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문화간 감수성이 증진
되고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학교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4) 지종화(2014), 「다문화 이론」, 『다문화 행정론』. 조명문화사. 31쪽. 한국에서 동화모형과 관련이 가장 깊은 다문화 이주
민으로 국제결혼 이주민을 꼽고 있다. 이들을 담당하고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 관료들은 이들이 모국의 문화를 보
존하고 유지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야 하는 존재로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주민들이 이미 결혼을 하여
한국 국적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봐야 하고,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자신이 맡은 업무라고 언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혼이주민에 대하여 정부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
고 익히도록 권장하고, 한국의 관습을 배우고, 한국 전통 음식의 조리법을 익히고,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등 한국어에
대한 교육만 강조하고 있으며, 모국어에 대한 교육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국가인권위원회(201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7쪽. 2011년 11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내거주
외국인 중 16.7%(혼인귀화자 포함 총 211,458명)에 불과하다.
6) 다문화 가정 학생 장학금 신청 공문에 의하면 1순위 우선순위 : 다문화가정학생 중 편부모 학생), 2순위 :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습에 열의가 있는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부정적이고 전형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다. 서로나눔네트워크, (청량고등학교-6103. 2014.5.1.).
7)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수는 318개 교이나(2013년 12울 기준 교육통계연구센터, http://
cesi.kedi.re.kr ) 이 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 및 교육지원 등 일선
교육 현장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5개 교에 불과했다. 2013년 다문화 교육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 대상 기준에 의거함.(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31909.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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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권교육에 기반을 둔 다문화 교육
인권교육을 통해 어떻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할까?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인권 교육의 틀 안에서
다문화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8) 인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에 주목하는 자세를 말한다.9) 국가인권
위원회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 나아가 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로 인권을 정의하고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 권리로 개인 및
집단의 권리가 특정한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권교
육에 기반을 둔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가지
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실현을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인 다문화 가정
이 겪는 문제를 개인의 불운, 잘못 등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사회 구성원이 겪는 인권 침해의 문제로 파악
하여 차별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면 사회의 안전망이 확충되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10)

2.2. 다문화 이해교육 주제 선정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친화적인 이주민 정책을 마련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법무부 등 10개 부처
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를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12워까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11)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따봉
다문화 이해교육에서 다룰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었다. 현재 고
용 허가제의 기간이 최초 고용 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등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러한 단기순환정책의 문제점을 사용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기하여 노동허가제에 대한 이해와 최소한
의 재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특히 이주노동자 이해에 있어 국
민 다수가 오해와 편견을 지니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주목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2014년 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총 인원 1,628,771명으로 파악하고 이중 미등
록(비정규)으로 분류된 인원은 192,911명으로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반인권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
는데 단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그들이 처한 노동 현장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고, 이주노

8) 어석원(2011), <인권감수성과 다문화인식 상관관계 연구>,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쪽.
9) 배경내(2014),<인권감수성>,「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원직무연수」해설서, 서울특별시교육청.15쪽.
10) 류은숙(2014), 앞의 책 41쪽.
11) 국
 가인권위원회(201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단 교육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6~10쪽. 모니터
링단은 4개 파트로 나뉘어져 1. 이주노동자 및 미등록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 모니터링, 결혼
이주민 및 이주아동 인권 모니터링, 인종차별 예방 및 TV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저자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TV 방송 모니터링을 포함한 활동 보고서를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에 보고하였다.

분과 패널 3│다문화 이해교육에 기반을 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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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요구사항에 기반을 둔 다문화 인권 교육을 통해 차별대신 평등으로, 평행선 대신 교집합을 이루
는 다문화 사회의 필요성을 교육주제로 삼게 되었다.12)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을 다문화 이해교
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하려고 하였다. 동작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등
의 도움을 받아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하
는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 및 사회활동 참여에 포커스를 두었고 학
생들에게는 이주민들의 나라에 대하여 소개하는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 가정 아이들 돌봄활동, 체육활
동 등에 프로그램 운영의 중점을 두었다.
셋째, 난민에 대한 이해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주목했다. 동작구에는 난민지원단체 <피난처>가 있어
다른 학교의 다문화 이해교육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난민과의 접촉,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난민지위인정 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
으나, 법무부의 난민 심사를 통한 난민 인정자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난민심사 절
차의 정비,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 난민이해교육과 난민에 대해 알리는 세계 난민의 날 홍
보 플래시몹 활동, 난민과 함께하는 농장체험 프로그램, 난민 여성과의 교감을 위한 맘쉐프 프로그램, 난
민과 함께하는 인권 수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었다.13)
넷째, 오랜 기간의 분단에 따른 문화적 괴리감,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등으로 다문
화 이해교육 내에서 북한이탈학생들과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동작구에 위치한 자유터 학교, 서강
대학교 탈북학생 동아리 우리하나, 무연고 탈북학생생활공동체 <우리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이
탈학생 이해를 위한 직무연수 등을 통해 따봉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3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담당교과
사회교과에서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인 ‘시민성’과 연관 지어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시하
였다. ‘사회 환경의 변화’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식 정보화, 세계화 대비,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비, 역사 교육 등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다문화교육”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
로 언급하고 있다.14)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나 사고방식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 같
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문화

12) 이란주(2014), <다문화 인권교육>,「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원직무연수」해설서, 서울특별시교육청.126쪽.
13) 국
 가인권위원회(201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단 교육자료집,8쪽.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1년 12월 말까지 난민인정신청자 수는 3,926명이고,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60명으로 난민인정률이
6.6%에 그쳐 OECD국가들 중에 최저의 난민 인정률을 보이고 있음.
14) 지
 현아(2013), <도덕과에서 배려중심 다문화 인권교육의 적용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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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대비한 세계시민교육이다.15) 따라서 다문화 교육이 특정 교과에서 다뤄져야 하는 교육인지에 대
하여 적지 않은 의문을 갖게 된다.16) 조용환(2007)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어떤 교과에서 다문화 교육을
할 것인지 누가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것인지에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다문화 교육은 특
정 교과, 교사가 별도로 맡아서 할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교과, 모든 교사가 다문화적, 비교 문화적으로 접
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 인권교육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과정으로17)
교과 수업에 국한되지 않고 교실 안팎의 시간, 활동, 관계를 통해 스며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4 경문고 다문화 이해교육
본교는 특색 역점 사업으로 <도덕인 프로젝트>를 통해 바른 인성, 가치관을 형성하여 차이를 이해하
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다문화를 이해, 수용하는 마음 키우기, 장애 학생 등 소수자를 배려하는 교
육을 실시하고자 <경문비전 2020>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1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18)로
지정되면서 학교의 규칙, 문화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구도
속으로 매몰되어 학업신장을 통한 학교간 경쟁에 더욱 치중하게 되어 위의 계획들은 구체적인 실천 계
획과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 3월 동작구청 교육지원과의 지원으로 학교 평생교육 프
로그램 <제 1기 경문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 중심, 교사 중심에서
학생 및 학부모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19) 학생, 학부모, 교사, 동작구 지역주민이 모여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학교 밖 지역사회와 다양한 형태의 연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교 도서관
을 중심으로 교사 중심의 문학, 역사를 주제로 독서토론 및 강의수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차츰 지역사회
단체의 재능 기부 및 행사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진로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여성주의에 입각한 성 평등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20)
뒤이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자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함께했던 다문화 전문
가, 인권활동가들과 연대하여 다문화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게 되었다. 여러 인권단체의 연합
체인 <다문화 인권을 고민하는 모임>을 통해서 년 평균 5회에 해당하는 인권 교육을 통해 다문화 이해를

15) 송
 영라(2014), <초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광주교육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3쪽
16) 조
 용환,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과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동녘. 254쪽
17) 국가인권위원회(2007),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17쪽.
18) 김민정(2012),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
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고등학교의 형태이나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존속 여부
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자율
형 사립교 교사의 인식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9쪽.
19) 서
 울시교육청은 우수한 접근성과 양질의 교육자원을 보유한 학교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하여 학령기 교육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인생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 정립과
경쟁력 강화를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원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2014학년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원계획 알림
및 지원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2650. 2014.3.10.)
20) 2 012년 동작구에 기반을 둔 여성시민사회단체 사)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성교육, 풀뿌리 시민교육을 시
작하게 되면서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다루는 주제의 외연의 확대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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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론적 토대를 쌓은 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얼개를 구성하였다. 2013년 3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거점학교에 <따봉 다문
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이 지정되면서 마침내 다문화 이해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다.21)
따봉 다문화 이해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습자 중심 교육을 추구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은 제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중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과 외
활동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 줄 아는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
육과정이다.22)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 및 교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학부모와 함께 배우는 학습자로,
때로는 행동리더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의견
을 수시로 교환하기 위하여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을 공지하고 활동결과물을 나누었
는데 2년쯤 시간이 지나고 나니 특정한 리더 중심으로 밴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중(Multitude)’ 형
성23)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봉 다문화 이해교육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자원 활동이었다. 학
교에서는 매년 20시간 내외의 자원봉사활동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현황조사연
구보고서(2007)에 의하면 우리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영국 51%(2003), 호주 46%(2004), 미국 44%(2001),
홍콩 22%(2001)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24) 따봉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원 봉사활동, 즉
다양한 다문화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데 가장 큰 학생, 학부모가 함께
또는 개별 형태의 가족자원봉사를 구축한 것이었다.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하여 따봉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의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 간의 이해, 공감 및 소통 능력
의 향상까지 엿볼 수 있었다.25)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성취목표를 제시하거나 활동결과
물 등에 대한 지적이나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가 친구를 모임에 참여시
키거나 형이 동생을 밴드로 초대, 부모가 자녀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형태로서 모임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
배운 것은 교정하고, 덜 배운 것은 보완하며, 더 배워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학습의 즐거움을
현실화시켜주는 배움 공동체 활동으로 의미를 부여했다.26)

21) 2 013학년도 학교 평생교육 운영학교 지원계획, (동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2402. 2013. 3. 7.)
22) 송영라(2014), 앞의 책 13쪽.
23) 박
 설희(2013), <트위터를 통한 ‘다중(Multitude) 형성과 문화적 실천에 대한 연구:네그리와 하트의 주체구성 이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1쪽. 네그리와 하트는 개개인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빠른 의사교환과
정보의 공유룰 바탕으로 개개인들의 실천과 연대를 통해 문화적 실천을 발현한 사례를 ‘다중’이라고 정의내리고 능동
적이고 자율적인 다양성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24) 김
 미연(200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만족도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남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쪽.
25) 조
 선일보 사회면 2013.11.28, <가족 공감대 형성, 바른 인성 기르고 세상 보는 눈 키워>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동아리,
어른 아닌 동료로 참여. 기사 참조.
26) 김지선(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참여에 의한 자기효능감 분석>,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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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따봉!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

따봉 다문화 이해교육

주제별 한국인
전문가 강의

주제별
지구인
강의

주제별 체험(봉사)
활동

활동 결과물 발표

• 전문가 강의
• 학생, 학부모 질의 응
답
• 활동 결과물 수합
• 활동 결과물 발표회
자료 사용

• 한국어 구사 가능
지구인 섭외
• 통역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질의 응답
• 활동 결과물 수합

• 현장 체험 활동
• 이주민과 지구인으로
직접 소통
• 체험활동을 통한 다문
화 이해

• 네이버 밴드를 통해
수시로 의견조율
• 관심 있는 주제별, 개
인별, 팀별 발표 준비
• 읽기 쓰기 형태의 활
동결과물 발표회 및
자료집 발간

표1)을 살펴보면 먼저 주제별 한국인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선주
민들이 이주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고 차별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 수업을 먼저 실시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주민을 강사
로 초빙하여 난민이해교육, 결혼이주여성 이해교육, 이주노동자 이해교육, 북한이탈학생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주제별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이주민들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거나 이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가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결과물을 모아 1년마
다 발표회 형식으로 교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활동 결과물을 알려냈다. 예를 들어 한양대 문화
인류학과 박사님에게 <이슬람 문화이해교육>을 듣고’라마단’기간 중에 이태원에 위치한 이슬람 성원을
직접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이슬람을 믿는 이주민에게’이쁘타르’등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후 이를 글쓰기, 포토스토리 제작 등의 형태로 만들어 발
표하는 것이다.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이주노동자 단체와 연대한’단짝 미디어 프로젝트’는 이주민의
시각에서 선주민을 취재하는 미디어 영상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2013년 1년간
진행했는데 고용 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이 취
업한 공장 기숙사나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직장, 결혼식, 장례식, 아파트 문
화 등 평범한 한국인들의 일상을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에 부응하여 만든 프로그램이었다. 주말에는 학교
에서 같이 운동하고,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대하여 삼계탕도 만들고 윷놀이도 하면서, 이주민
들의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난민 단체 <피난처> 연대하여 ‘세계
난민의 날’을 알리기 위한 플래시 몹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였고, 난민들과 함께 ‘드림팜 농장 자원활
동’, 난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한 ‘맘쉐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그들에 대한 이해와 소

석사학위 논문,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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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표2) 2014학년도 따봉! 다문화 이해 교육 전체 일정

요
차
월 일
일
시

298

활동주제
대주제

소주제

프로그램 진행

1

3

25

화

다문화 인권교육

저자를 만나 저자의 이야기를 듣자
<지구인 다섯가족의 좌충우돌 사랑이야기> 저자
정혜실샘과 함께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총론

정혜실 TAW(결혼이주여
성 네트워크)대표

2

4

2

수

다문화 인권교육

인권과 다문화

이묘랑 인권교육센터 들
간사

3

4

17

목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

중국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차이나 펑유우>
활동보조 봉사활동(학부모 중심)

동작다문화 가족지원센터

4

4

29

화

인권감수성 교육

<불평등은 정당한가> 논술 수업

박범철 경문고

5

4

30 수

다문화 인권교육

반차별1. 이주청소년과 나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6

5

3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2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와 함께하는
감자를 캐며 난민을 알아가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7

5

8

목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3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신짜오 베트남>
활동보조 봉사활동(학부모 중심)

동작다문화 가족지원센터

8

5

9

금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4

톡투미(Talk to me)와 함께하는 모니카 인형 만
들기, 말하는 도시락 체험하기

이레샤 페레사 톡투미 대
표 (이주여성자조모임)

9

5

14

수

다문화 인권교육

반차별2. 우리는 모두 이주민이다

차현숙 다문화 인권모임

10

5

17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5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와 함께하는
감자를 깨며 난민을 알아가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11

5

21

수

다문화 인권교육

반차별3. 빛나지 않는 별, 차별

차유정 결혼이민가족지원
연대

12

5

23

금

다문화 인권교육

콩고 인권운동가 피터씨와 함께하는 인권 수업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13

5

24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6

2014 WOMANS HR FORUM : 여성인재포럼
<다문화시대, 여성이 미래다>
(학부모 중심)

이화창조아카데미

14

6

5

목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7

중국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차이나 펑유우>
활동보조 봉사활동(학부모 중심)

동작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5

6

11

수

다문화 이해교육

따봉 친정엄마 프로젝트를 위한
<이주여성 감정코칭 연수1>
(학부모 중심)

이지영 한양대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상담교사

16

6

18

수

다문화 이해교육

홍콩 문화 이해: 축제 문화 체험

임정의 선생님
동작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

6

25

수

다문화 이해교육

따봉 친정엄마 프로젝트를 위한
<이주여성 감정코칭 연수2>
(학부모 중심)

이지영 한양대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상담교사

18

6

28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8

이주 청소년을 만나 운동으로 친해지자
인간 윷놀이, 런닝맨

박범철 경문고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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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

3

목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신짜오 베트남>
활동보조 봉사활동(학부모 중심)

동작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0

7

9

수

다문화 이해교육

일본 문화 이해: 음식으로 만나는 일본

나가이 아게미 선생님
동작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

7

23

수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0

이슬람 문화체험
라마단 및 이뿌따르 음식 체험

장후세인
이태원 이슬람 성원

22

7

26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1

캄보디아 이주민과 놀이로 친해지자

박범철 경문고

23

8

7

목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2

중국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차이나 펑유우>
활동보조 봉사활동(학부모 중심)

동작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4

8

20 수

다문화 이해교육

러시아 문화 이해: 놀이로 러시아와 만나다

따냐 선생님
동작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8

23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3

북한 청소년을 만나 하나가 되어보자
동작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박범철 경문고

26

9

4

목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신짜오 베트남>
활동보조 봉사활동(학부모 중심)

동작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7

9

17

수

다문화 이해교육

베트남 문화 이해: 문화로 베트남과 친해지다

베트남 선생님
동작다문화가족지원센터

28

9

27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5

이주 청소년을 만나 이주민과 친해지자
몸짓으로 친해지기

박범철 경문고

29 10 23

목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6

중국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차이나 펑유우>
활동보조 봉사활동(학부모 중심)

동작다문화 가족지원센터

30 10 25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7

이주 청소년을 만나 몸으로 친해지자
운동으로 친해지기

박범철 경문고

31

11

1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8

책따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와 함께하는
<좋은 책 읽어주기1>

박범철 경문고

32

11

8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19

책따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와 함께하는
<좋은 책 읽어주기2>

박범철 경문고

33

11

15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20

책따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와 함께하는
<좋은 책 읽어주기3>

박범철 경문고

34

11

16

일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21

캄보디아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

박범철 경문고

35

11

18

화

다문화 이해교육

영화 <파키>를 보고 알 마문 감독과 나누는 이
주민 이야기

홍대 이주민 문화예술공
간 프리포트

36

11

21

금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22

천천히 걷되 함께 걷자
북한이탈학생 대안학교 여명학교 후원행사 참여

박범철 경문고

37

11

22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23

책따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와 함께하는
<좋은 책 읽어주기4>

박범철 경문고

38

11

29

토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24

책따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와 함께하는
<좋은 책 읽어주기5>

박범철 경문고

39

12

24

수

따뜻한 체험 봉사
활동25

크리스마스 이브를 난민과 함께

박범철 경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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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2

26

금

활동결과물 발표
회

제3회 경문 인문학 콘서트

박범철 경문고

표2) 2014학년도 따봉! 다문화 이해 교육 전체 일정을 보면 첫째, 다문화 인권 교육을 프로그램 전반
부에 배치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올해 새롭게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인권교육
을 통해 다문화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을 쌓고 작년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프로그
램의 이원화를 통해 심화된 이해교육, 체험활동에 참여시켰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학부모, 학생, 또는
함께 참여하였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단짝 다문화 연구회>라는 학습 동아리를 만
들어 지역 내 이주민들의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에 근거한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만
들어보고자 노력하였다.
이주민들이 선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동작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지
원하는 자조모임은 중국결혼이주여성,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등 세 그룹이었는데
중국결혼이주여성,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작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의도는 월 1회씩 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베품 데이> 문화체험 행사에 내놓을 <중국의 날 체험
음식>으로 만들어보고 시간, 비용 상의 이유로 한국식으로 퓨전화 한 음식을 선주민(따봉 학부모)과 함께
개발해보자는 취지였으나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은 정통 중국 요리를 만들고 싶어 하여 의견충돌이 있었
다. 선주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주민을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비빔밥이 될 것인지, 커리가 될 것
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중국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자녀들이 중국어를 배우려하지 않아서 무척 속상하다고 했다, 남
편 역시 한국어를 먼저 배우라고 강요해서 속상하다고 했는데 이중 언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식개
선 프로그램과 연관 지어 개발할 필요를 느꼈다.
셋째, 중국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경문고등학교 봉사자와 이
주민 초등학교 자녀를 1대1 멘토/멘티로 묶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고등학교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는 요구 사항이었다.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막 중학
교에 들어오는 학령기라고 할 때,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으신 이주여성들은 자녀교육문제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동사무소나 은행, 시장 등에 갈 경우에
함께 갈 친구(친정 엄마가 아닌)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난민들의 경우, 세계난민의 날 홍보를 위한 퍼포먼스를 함께해줄 자원봉사 학생, 난민 자활을
위한 드림팜 농장 자원활동, 난민 여성 자존감 회복을 위한 맘쉐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자원활동가,
참여자를 요청하였다.
다섯째, 이주민방송(mwtv)에서는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 미디어 영상학교에 참여하여 영화를 만들어
제8회 이주민 영화제에 출품할 것을 제의하였고 라디오 공개방송이나 이주민 영화제에 스태프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의 경우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라는 특수성에 맞추어 윤리적 소비활동에 근거한 인권밥상 차리기 운동, 단짝 미디어 동행 프로젝트, 지
구인의 정류장 후원행사 참여, 이주노동자가 만든 한국어 교재 감수 등의 자원 활동을 요청해왔다.
여섯째, 북한 이탈 학생들의 경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 독서토론활동,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300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경우에는 영어, 수학, 컴퓨터와 교과적인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교사 및 식사 준비 등의 생활을 도와줄
봉사자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2.5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만든 2014년 따봉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
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에서 활동보조인 역할을 하면서 얼굴을 익히고 함께 요리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따봉 친정엄마 프로젝트>는 20~30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주민 여성들과 40~50대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둔 선주민 여성들을 멘토/멘티로 묶어 이주
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작년까지 동작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실시
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는 한국인 멘토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을 아이 다루듯 가르
치려는 경향이 강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올해에는 <이
주민 여성을 대할 때의 감정코칭>이라는 상담프로그램을 만들어 <친정엄마 프로젝트>에 참여할 학습자
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영리 사단법인 교사모임인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의 모임)와 연대하여 독서치료,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결혼이

주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 지원연대에 속해있는 이주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좋은 책 읽어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5회에 걸쳐 구체적인 자원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에 이
르렀다.

3. 나가며
인권 교육에 기반을 둔 다문화 이해교육을 듣고 자원 활동에 참여한 후 이를 활동 결과물을 통해 사
람들과 나누는 형태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따봉 다문화 이해교육>을 이수한 학습자
들을 중심으로 <단짝 다문화 교육 연구회>라는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도록 독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이 이주민
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목적을 성취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여전히 미약하다. 그러나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려는 태도는 참여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시민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문화 감수성, 타 문화와의 공존, 유대감 등을 키울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연대한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접 교육과도
연계하여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인 사회 참여 방법을 알려주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함양시키기 위
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분과 패널 3│다문화 이해교육에 기반을 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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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4

Post 2015 시대의 글로벌시민교육
박수연 (KOICA ODA교육원 전문관)

I. 서론
2012년 9월 UN총회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글로벌교육우선구상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를 발족시킨 이후, 한국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의 새로운 바람이 불
고 있다. GCE는 한국어로는 세계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 등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사
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번역체를 그대로 따온 글로벌시민교육을 사용하기로 한다. 글로벌시민교육은
현재 국내에서는 학교, KOICA, NGOs, 국내 소재 국제기구, 재단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Post 2015시대에 왜 글로벌시민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 국제논의 속에서 글로벌시
민교육의 현황은 어떠하며, 한국 내 글로벌시민교육의 기회와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II. Post 2015, 새로운 시대의 시작
2015년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다. 먼저 15년을 끌어온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s)가 마무리 되는 해이며, 역시 국제교육협력 분야의 MDGs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목표가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MDGs
를 잇는 새로운 교육 목표인 2015년 이후 개발목표(Post 2015 Development Agenda)가 제정되는 시기이
며, 역시 EFA를 잇는 Post-EFA가 수립되는 시기이다. 여기에 더해 2012년 브라질 리우에 개최된 유엔지
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에서도 2030년까지 지
속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제정 시기를 2015년으로 정한 바 있다
(장재현, 2012). 따라서 2015년은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교육, 개발, 환경 세 개의 목표가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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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2015년은 교육 분야의 Post-EFA, 개발 분야의 2015년 이
후의 개발목표,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함께 제정되는
시기이다.

1)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계의 노력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현실주의(realism)에 기반한 주권국가간의 약육강식의 세계의 끝 보
여준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 설립되었다. UN은 주권국가체제를 넘어선 세계연방의 꿈을 지닌 임마누
엘 칸트의 이상을 따르는 자유주의자(liberalism)들의 이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경제적으로는 케인즈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은행(World Bank,
WB),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등의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가 이러한 꿈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사회는 실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 및 다양한 협약 및 선언 채택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수립해 왔다. 아래는 2차 세
계대전 이후부터 MDGs 수립 전까지의 주요 회의와 선언 목록이다.

<표 1. 세계대전~2000년까지의 주요 국제회의 및 선언 목록>
■ 1948.12.10 ‘UN 세계인권선언(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채택
■ 1959 ‘UN 아동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Child)’
■ 1968.4.22-5.13 테헤란 ‘국제인권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 1972.6.5-16 스웨덴 스톡홀름 ‘단 하나뿐인 지구’ ‘UN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 1975.6.19-7.2 멕시코시티 ‘제 1차 세계여성회의(First World Conference on Women)’
■ 1979 UN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CEDAW)
■ 1980.7.14-30 덴마크 코펜하겐 ‘제 2차 세계여성회의(Second World Conference on Women)’
■ 1985.6.15-26 케냐 나이로비 제 3차 ‘세계여성회의(Third World Conference on Women)’
■ 1989.11.20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 1990.9.29-30 미국 뉴욕 ‘세계아동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
■ 1990.3.5-9 태국 좀티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
■ 1992.6. 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N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
■ 1993.6.14-25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 1995.3.11-12 덴마크 코펜하겐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The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WSSD)’
■ 1993 ‘여성폭력철폐선언(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1995.9.4-15 중국 북경 ‘제 4차 세계여성회의(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 1996 ‘21세기 개발협력 전략: shaping the 21st century’
■ 1997.12 일본 교토,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 2000.4.26-28 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포럼(The World Education Forum)’
■ 2000.9.6-8 미국 뉴욕 제 55차 UN 총회 ‘UN 밀레니엄 정상 회담(Millennium Summit of the United
Nations)’

이렇듯, 국제사회가 1945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
으나, 1990년까지는 사실 반쪽짜리 노력에 불과하였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채 맛보기도 전에 냉전
(Cold War)라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간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1990년대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이다. 이를 통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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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기존의 미소 양극체제(Pax Russo-Americana)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Pax Americana, American
Unilateralism) 체제로 전환되었다. 영어의 세계화, 인터넷의 발달,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 증가하는 다

국적기업 및 국제 NGO의 활동으로 세계는 본격적인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로 접어들었다(박수연, 2014:
06).

비록 미국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장
이 열린 1990년대는 UN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1990년대 급증한 국제회의 및 국제선언의 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 관련한 국
제기구들인 UNESCO, UNICEF, UNDP, UNFPA, WB가 처음으로 함께 주최한 첫 번째 교육 분야 세계
회의가 태국 좀티엔에서 1990년에 개최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3). 환경분야에서도 1992년 리우회의
또는 UN 지구정상회담으로 불리는 유엔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

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108개국 정
상 및 178개국 대표들을 포함한 17,000명이 참여하였다(장재현, 2012: 128). 이 외에도 1990년대는 아동
(1990), 영양(1992), 인권(1993), 인구(1994), 사회개발(1995), 여성(1995), 인간거주(1996) 등 다양한 이슈

들을 주제로 한 UN회의들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의 빙점을 찍은 것이 바로 2000년 9월 UN에서
개최된 Millennium Summit이다. 여기서 합의된 MDGs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이는 전 세계 189개국
정상들이 합의한 첫 번째 교육, 보건, 환경, 젠더 등의 포괄적인 개발이슈를 다룬 공동의 목표라는 점이
다. 실제 MDGs의 여파는 상당해서, 2000년~2015년까지 이전까지 국별로 짜여졌던 각국의 원조목표가
MDGs 중심으로 이동했다. 이는 처음으로 인류가 하나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진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2) 2015년 이후 개발목표(Post-2015 Development Agenda), 새로운 시대의 시작
지난 15년간 국제사회는 MDGs라는 큰 틀 외에도 다양한 분야별 회의와 로마, 파리, 아크라, 부산을
잇는 일련의 원조효과성 회의를 거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지속적으로 연습해왔다. 비록 MDGs가
약속된 시한인 2015년까지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MDGs는 단순히 이러한 결과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주
요한 성과를 국제사회에 안겨주었다. 바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적인 틀 구축 및 이를 위한 구체
적인 시행과 경험 전반이 값진 결과치라고 할 수 있다. MDGs의 토대 위에서 새로이 구축되는 2015년 이
후 개발목표에 높은 기대가 걸리는 이유이다.
2015년 이후 개발목표는 시작단계부터 MDGs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MDGs는 UN
본부의 지하 골방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의사결정과정이 폐쇄적이었으며, 기본적으로
Top-Down 형식을 취하고 있다(정우탁, 지선미, 김지은, 2013) 반면, 2015년 이후 개발목표는 수많은 국별
협의, 주제별협의를 거쳐 왔으며, 고위급패널(High-Level Panel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구성부터 전 세계 모두가 참여 가능한 웹사이트(vote.myworld2015.org) 개설까지 다양한 루트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목표를 제정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MDGs가 개발도상국의 개발문제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2015년 이후 개발목표는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가 고민해야할 목표를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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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MDGs가 남반구와 북반구의 원조산업분야의 참가자들만의 목표였다면, 2015년 이후 개발
목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전 지구적 목표인 셈이다. 이것이 바로 2015년 이후가 전혀 새로운 시대
가 될 것이라는 이유이다.

III. Post 2015 시대의 글로벌시민교육
1) GEFI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한국에 본격적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의 관심이 증폭된 계기는 2012년 9월 UN총회에서 반기문 사무
총장이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를 발족시킨 이후부터이다. 글로벌
교육우선구상은 반기문사무총장의 4대 개발협력 관련 이니셔티브27) 중 하나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
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GEFI의 3대 우선순위는 ① 교육에의 접근성 확대(Put Every Child in
School) ② 학습의 질 향상(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③ 글로벌시민양성(Foster Global Citizenship)이다. 이 중 특별히 3번째 목표인 글로벌시민양성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나머지 두 개의 목표

는 EFA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교육협력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반면 글로벌시민양성은 새롭게 등장한
아젠다라는 점 때문이다.

2) Post-EFA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MDGs가 있다면, 국제교육협력 분야에는 EFA가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990년대는 UN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들이 대거 개최된 시기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
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전 세계 155개국 대표들이 태국 좀티엔에서 모여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
계회의(World Education on Education for All)’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
계 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을 채택하였으며, 본 회의의 행동계획(The Framework
for Action to Meet the Basic Learning Needs)은 2000년까지 달성할 6개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명기하고

있다. 목표 1 학습접근기회의 보편화, 목표 3 학습성취도 제고에서 볼 수 있듯이, GEFI의 우선순위 1, 2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주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7) 4 대 이니셔티브는 ① Sustainable Energy for All ② Zero Hunger Challenge ③ Education First ④ Every
Women, Every Child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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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90 태국 좀티엔 회의 6개 목표>
1. 학습접근기회의 보편화
2. 학습의 평등성 실현
3. 학습성취도 제고
4. 기초교육의 개념 확대 및 실천
5. 학습 환경 마련
6. 200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파트너십 강화

MDGs가 2015년 목표 시한 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듯이, 본 6가지 목표는 2000년까지 달성
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2000년에 세네갈 다카르에서 두 번째 EFA 회의인 개최되었다. 164개국에서 온
1,100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본 회의에서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이 채택되었으
며, 2015년까지 달성할 EFA 목표 6개가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다. 다카르 행동계획의 목표 1, 2번이 교육
의 양적 증대를 논하고 있으며, 목표 6번이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명시하여 역시 GEFI의 우선순위 1, 2를
아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2000 다카르 행동계획 6개 목표>
1. 영유아교육 양적·질적 확대
2. 양질의 보편적 무상 초등교육 제공
3. 적절한 학습 및 생활기술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 요구 충족
4. 성인 비문해률 50%이상 개선(특별히 여성)과 성인을 위한 기초교육 제공
5. 2005년까지 초등에서의 성불평등 철폐, 2015년까지 교육에서의 성평등 달성
6. 교육의 질적 개선, 특별히 문해, 수리, 핵심적인 생활기술 면에서의 측정가능한 성과 달성

이렇듯 GEFI의 우선순위 1, 2는 1990~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EFA 프레임워크 안에서 강조되어 온
반면, GEFI의 우선순위 3인 글로벌시민양성은 이전에는 논의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아젠다인 셈이다.
글로벌시민양성은 GEFI의 3대 우선순위로 지정된 것에 그치지 않고, 2015년 5월 한국 인천에서 개최될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에서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5월 19-22일 인천 송도 켄벤시아에서 개최될 3차 세계교육포럼에서는 EFA를 잇는
2016~2030년까지의 전 세계 교육목표인 Post-EFA가 제정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UNESCO Steering
Committee(SC)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14년 3월 6-7일간 열린 UNESCO SC 회의에서는 교
육을 ‘2015년 이후 개발목표(Post-2015 Development Agenda)’의 독립적인 목표로 가져가는데 합의
하였다. 또한 2014년 5월 12-14일 오만(Oman) 무스카트(Muscat)에서 개최된 UNESCO Global EFA
Meeting(GEM)에서 무스카트 합의(Muscat Agreement)가 도출되어 Post-EFA의 대략적인 초안이 잡힌
상태이다. 무스카트 합의는 ‘2030년까지 모든 이를 위한 공평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보
장’을 포괄적 목표로 제정하였고, 7대 교육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Yoshida, 2014).
무스카트 합의의 7대 목표에서 유의미하게 살펴볼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직업교육에의 강조
이다. 1990~2000년대는 국제개발분야에서 사회개발에의 강조가 심화된 시기이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
역시 교육의 도구적 역할(인적자본발달)보다는 근본적 역할(인간의 기본권) 차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직
업교육보다는 기초교육, 초등교육 분야가 각광을 받은 시기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의 재정상
황이 어려워지자 경제개발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흐름 하에서 다시 직업교육이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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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형국이다. 목표 6과 7은 투입 관련 목표로 양질의 교사 및 교육 재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교육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뒤에 SDGs에서 다시 짧게 논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중에서 가장 돋보
이는 변화는 바로 목표 5 ‘글로벌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을 통한 혹은 포함하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 함
양’이다. 이는 이전 EFA 목표 혹은 국제교육협력 분야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아젠다
이다. 이 중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EFA 맥락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환경 분야 국제회의에서는
199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바 있다(Shinoda 2014). 하지만, 글로벌시민교육은 UNESCO 및
UN 차원에서는 현재까지는 다루어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아젠다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 4. 무스카트 합의 Post-EFA 7개 목표(안)>
1. 최소 1년의 무상의무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영유아교육
2. 최소 9년의 양질의 무상의무 기초교육 완성 및 적정 학습 성과 달성
3. 청소년과 성인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유창한 문해력과 수리력 보유
4. 직업교육과 중등 및 고등교육을 통한, 양질의 직업을 갖기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5. 글
 로벌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한 혹은 포함하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
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 함양
6. 양질의 교사를 통한 학습
7. 교육 재정 및 협력

3)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SDGs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이다. SDG는 리우+20 회의를 통해
결성된 30개 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공개실무그룹(Open Working Group, OWG)에 의해 수립 중이다(정
우탁, 지선미, 김지은, 2013: 281). SDGs는 기존의 환경 중심의 개발목표에서 개발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

로 변환되고 있다. OWG가 지난 7월 19일에 발간한 SDGs(안)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먼저 2014년
3월 6-7일에 열린 UNESCO SC 회의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교육은 범분야 이슈(Cross Cutting Issue)가
아닌 독립적인 목표로 제정되어 있다. 교육은 SDGs의 17개 목표 중 4번째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포괄
적 목표 내용도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으로 PostEFA 목표와 단어의 순서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목표인 것을 알 수 있다. SDGs 교육 세부목표는 아래 표
5와 같다. 아젠다의 숫자는 7로 같지만, 세부내용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별히 Post-EFA의 투입 관련
목표였던 교사 및 교육재정이 SDGs 교육 목표에서는 제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 분야 재정 마련
을 최우선으로 하는 UNESCO와교육 외의 다른 목표(빈곤, 보건, 성평등, 식수, 고용, 환경 등)를 모두 고려
해야 하는 공개실무그룹간의 온도 차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Yoshida 2014). 글로벌시민교육
은 SDGs의 교육 목표 7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른 점은 Post-EFA의 목표 5의 경우 특별히
글로벌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만을 명기한 반면, SDGs의 교육 세부목표 7은 그 외에도 인권, 성평
등, 평화, 문화다양성 등 보다 다양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서
도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글로벌시민교육이 SDGs에 포함된 점은 굉장히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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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만 현재 UNESCO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Post-EFA와 UN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SDGs간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는 만큼, 두 목표가 하나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년 5월 세계교육포럼 전까
지 UNESCO와 UN간 많은 소통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SDGs 교육 분야 7개 세부목표(안)>
1.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낳는 양질의 공평한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2. 양질의 영유아 발달, 보육, 유치원 교육 보장
3. 대학을 포함한 양질의 기술, 직업, 고등교육에의 동등한 접근 보장
4. 청소년과 성인의 고용, 괜찮은 일자리, 창업을 위한 기술적이고 직업적인 기량 증진
5. 교육에서의 성차별 철폐 및 취약한 계층에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의 동등한 접근 보장
6. 청소년과 성인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증진
7.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한 생활습관,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글로벌
시민, 문화다양성교육 등을 포함한 기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식과 기량 증진

4) Post 2015 시대의 글로벌시민교육

이렇듯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하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
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다. Post 2015 시대에 글로벌시민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것이 GEFI나, PostEFA, SDGs의 주요 아젠다여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주된 목표들에 글로벌시민교육이 왜 포함
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2015년 이후는 전
혀 다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연습하고 경험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만든 목표
를 다같이 이뤄가는 진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5년 이
후 목표에 대한 이해를 지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15년 이후
목표를 수립해가는 과정과 시행하는 과정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목표에 대한
전 인류의 이해이다. 글로벌화된 지구촌을 살아가는 글로벌시민으로서의 나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 없이는 2015년 이후 개발목표의 달성은 요원하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시민교육이
2015년 이후 시대의 교육의 핵심 아젠다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IV. 한국의 글로벌시민교육
2012년 반기문 사무총장의 GEFI 발족 이후 한국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또한, 최근 9월 24일 뉴욕 UN GEFI 고위급회담에 참가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교육을 위
한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GPE)에 500만 달러 공여를 약속하고, “한국이 글
로벌시민교육의 주요 지지국으로서 글로벌시민교육이 새로운 교육 목표의 핵심내용이 되도록 앞장서겠

분과 패널 4│Post 2015 시대의 글로벌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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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고 공헌하였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국내에 글로벌시민교육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반기문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향력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이 각광받고 있는 데는 다양한 배경과 이유들이 존재한다.
먼저는 최근 변화한 한국 환경이 가지는 긍정적인 토양이다. 사실 학교현장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은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이념의 토대인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자
체가 글로벌시민의식에 근본을 둔 정신이다. 즉 우리의 교육이념은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글
로벌시민교육의 정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 표 6과 같
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현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자체가 글로벌시민인 것이다. 이에 반
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글로벌시민이며, 어떻게 하면 글로벌시민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제
대로 다루어지지 않아왔던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 6. 한국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3.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4.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다행히 최근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환경이 글로벌시민교육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토양을 제
공해주고 있다. 현재 한국 공교육 내에서는 시행 중인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이 글로벌시민교육 확산의 주
된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확대가 가능한 창구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
으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 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자율성과 인성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교과과정 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KOICA
ODA교육원과 개발 NGO의 글로벌시민교육이 주로 확산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는 일본의 사례와 비
슷한데, 일본의 개발교육이 확대된 배경에도 2002년부터 시행된 총합학습시간이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총합학습시간은 국제이해, 정보, 환경, 복지와 건강 등 다양한 주제들을 자율적으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
하는 시간으로 한국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이태주, 김다원, 2010). 창의적체
험활동 시간의 확대로 공교육 내 글로벌시민교육을 포함한 개발교육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 공교육 현장 내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은 그간 다문화교육과 연계되어 많이 시행되어 왔다. 국
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인구와 관련한 문화다양성, 타문화 이해 및 포용적
태도 함양에 대한교육 필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이 일찍부터 자리 잡은 유럽 역
시 급증한 이민자들로 인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시민교육이 함께 성장한 공
통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은 개발교육이다. 개발교육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럽에서 매우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시민교육의 모체가 되는 교육이다. 개발교육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상

28) 원
 문 “As a major champio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Korea will show leadership in placing GCE at
the center of the new educational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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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성을 인지하는 토대 위에서 글로벌 이슈와 개발 이슈를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유럽의 개발교육
은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시작되어 유럽의 ODA가 크게 확산된 1990년
대와 2000년대에 황금기를 이룬다. ODA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할 필요성
이 급증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별히 2000년 이후
에는 MDGs를 알리는 주된 수단으로 개발교육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과 아일랜드 등 유럽국
가 내 정부원조기관들은 개발교육 지원자금을 구축하여 자국내 개발교육 확산에 큰 힘을 기울였다. 현재
의 한국도 같은 시기에 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내걸고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전규석, 2013),
이런 맥락에서 국내에서 개발교육의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2015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V.4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속에 ‘대국민 국제개발협력교육 확대’가 명기되었으
며, 국무조정실 내 ODA홍보 T/F가 이해증진 T/F로 변경되어 기존의 홍보 중심에서 홍보와 개발교육 양
대 축으로 중심이 이동하였다. 개발교육의 주된 시행주체인 NGO들은 1990년대부터 개발교육의 핵심가
치로 글로벌시민양성을 내걸었고, 이것이 Oxfam을 위시로 한 많은 기관들이 글로벌시민교육을 본격적
으로 시행하게 된다. 한국도 현재 30여개가 넘는 기관들이 다양한 종류의 개발교육을 시행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초기 단계부터 교육명을 글로벌(세계/지구/지구촌)시민교육으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증가
하는 ODA와 더불어 개발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글로벌시민교
육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V. Post 2015 시대 한국 글로벌시민교육의 과제
이렇듯 중요한 Post 2015 시대의 한국 글로벌시민교육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먼저는 글
로벌시민교육의 컨텐츠 정립이다. 현재 국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육명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실제로 글로벌시민교육은 번역에 따라서도 글로벌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지구촌시민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앞서도 이야기한 글로벌시민교육의 모체인 개발교육,
국제개발협력교육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나눔교육, 미래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도 현재 글로벌
시민교육과 비슷한 컨텐츠의 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 개인적인 사견은 용어의 통일이 지금 단계에서 굳
이 필요할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이는 글로벌시민교육이 지니고 있는 핵심가치인 다양화, 다름에의
존중, Postmodern적인 성격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접근방법이다. 실제 글로벌시민교육의 오랜 역사를 지
닌 유럽에서도 현재 Global Citizenship Education과 Education for Global Citizen이 함께 쓰이고 있
으며, 이 외에도 Global Learning, Global Education, Development Education, Global Development
Education 등 같은 내용의 교육을 지칭하는 다양한 교육명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한국말 번역인 글로벌/지구/세계/지구촌시민교육의 경우 단체마다 번역명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각 교육명이 가지는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국내에 본 교육
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교육명 통일이라는 근대산업화 모델적 접근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본 교육이 가져야 하는 핵심가치와 핵심 컨텐츠에 대한 기관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무엇보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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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글로벌시민교육을 이루기 위한 기관간의 협력이다. 상생과 협력을 기본가치로
하는 글로벌시민교육을 논하면서도 아직 현재 전문가간 기관간 협력은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먼저는 부
처간 협력의 문제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의 양대 축은 개발과 교육이다. 둘 중 어느 한쪽만의 이해만을 가
지고는 제대로 된 글로벌시민교육의 모양을 그려낼 수 없다. 따라서 크게는 외교부와 교육부 간의 협력
이 필요하며, 실행기관인 KOICA, 교육청, NGOs, 연구기관, 교원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본 교
육의 공교육 내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 내 교장, 교감 등 경영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좋은 교육 컨텐츠
및 강사풀을 지닌 KOICA 및 NGO와 의사결정권을 지닌 교육청과의 협력이 본 교육 확대에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의 문제는 단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정부는 글로벌시민교육으 주된 교육 아
젠다로 지지하는 상황이며, 지난 10년간 지속가능발전교육 십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끌어 온 일본의 경우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국가 간 신

경전이 목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두 교육의 컨텐츠는 거의 같은 상황이며, 지속가능발전시대를 살
아가는 글로벌시민양성만이 2015년 이후 개발목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인이 될 상황에서 두 교육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상호협력 혹은 필수불가결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교육의 핵심지지국
인 한국과 일본간에 본 교육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가 간 협력은 단순히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시민교육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의 국가들과의 협력과 교육내용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때에라만 우리는 말
뿐인 글로벌시민교육이 아닌,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핵심가치를 지닌 진정한 글로벌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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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CSOs와 글로벌시민교육
- 월드비전의 활동을 중심으로
남상은(월드비전)

국

국제개발협력 CSOs와 글로벌시민교육
- 월드비전의 활동을 중심으로 -

2014년 11월 22일
제15차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남상은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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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지구적 도전과제들

국제적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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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시민교육

OECD DAC 가입과 ODA 확대

국내적
맥락에서

국내 개발협력CSOs들의 급격한 증가와 개
발협력사업의 확대
시민의 관심 및 참여 증대

2. 개발협력CSOs와 글로벌시민교육 :

월드비전의 활동을 중심으로

(1) 배경
 기존 모금방식에 대한 반성과 대안마련
 개발협력, 아동인권에 대한 시민 혹은 후원자의 인식제고

 기관차원의 애드보커시 중요성 대두 및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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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협력CSOs와 글로벌시민교육 :

월드비전의 활동을 중심으로

(2)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의 Milestone
1992년~현재

기아체험 24시간,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를 통한 아동청소년
나눔운동 전개

2007년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 ‘지도밖행군단’ 시작

2010년

전국 19개 지역에서 학교 내에서 세계시민교육 시작
서울랜드에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관 개관

2011년

교사를 비롯한 교원전문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연수 시작

2012년

한비야 세계시민학교장 임명
교과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기관 지정

2. 개발협력CSOs와 글로벌시민교육 :

월드비전의 활동을 중심으로

(3) 월드비전의 옹호활동과 세계시민교육
시민 임파워먼트

Citizen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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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향

Policy Influence

인식제고

정책변화

Awareness Raising

Policy Change

대중조직

정책이행

Public Mobil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2. 개발협력CSOs와 글로벌시민교육 :

월드비전의 활동을 중심으로

(4)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의 정의
지구촌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과 가치함양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고유한 권리와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로 인식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
 세계화 시대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빈곤, 불평등, 환경오염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한 이해 및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참여적, 능동적 태도 고양
 개인의 참여 뿐 아니라 상호협력,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현실화하는데 기여

2. 개발협력CSOs와 글로벌시민교육 :

월드비전의 활동을 중심으로

(5) 세계시민교육 활동내용과 현황
학교파견교육, 동아리
(유아, 초, 중, 고)

지역강사양성
(강사역량강화 p/g운영)

교원직무연수

세계시민교육관

청년활동조직

``
콘텐츠 및 교재개발
(인권, 개발협력, 평등, 평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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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협력CSOs와 글로벌시민교육 :

월드비전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 참여자 수

세계시민교육 건수

359,060

8,048
197,124

3,723
59,465

1,018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교육기관 수
1,041
157
2012년

기타
10%

중등
18%

435

2011년

고등
18%

2013년

유아
24%
초등
30%

2013년

3. 향후 과제 및 제언
 교육의 성과와 효과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빈곤완화와 개발협력’의 프레임에서 ‘글로벌 정의’ 프레임으로
 교실 밖으로 (글로벌 운동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교육 등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적용가능성 고민필요

(e.g 아동권리위원회, RBA 등)
 민-관 협력 혹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 방안 모색 필요
 평생학습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사회적 내제화에 대한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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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분과 패널 4│국제개발협력 CSOs와 글로벌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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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4

홍문숙(글로벌발전연구원)

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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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패널 4

임천순(세종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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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해교육
사례보고회
•••
좌장 : 임선희(충남대)
토론 : 허영림(국민대)

김현덕 (거제대)

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박재준 (서울 마포초)

국제교류반 운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사례발표
윤명자 (서울 창동초)

동화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이흥순 (인천 청일초)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인천개항장 일대의 장소성 연구

자유 분과 2

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김현덕(거제대)

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김 현 덕
거제대학교

333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서론


20세기의 국제이해교육
타국에 대한 이해 , 국가간 관계 이해



21세기의 국제이해교육
-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시각으로는 한계
- 세계화 (globalization)의 진전



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방향은?
- 세계적 변화를 교육에 반영할 필요성 대두

연구 방법
<국가간 비교연구>


국제이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영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최근 동향 분석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한 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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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1세기 영•미•일의 국제이해교육 동향
1. 영국


1970년대 이후부터 ‘글로벌교육’의 필요성 인지
- 교육과정에 세계 상호의존성의 의미와 교육적 내용 포함



1980년대 활발히 진행된 ‘세계연구 프로젝트(world studies
project)'에는 유네스코 권고안의 요소들이 많이 포함됨
(Marshall, 2007)

1. 영국



1990년대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에 글로벌 요소 포함
- ‘글로벌교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기 시작



2000년대 이후 영국은 ‘글로벌교육’에 개발교육, 다문화교육,
반인종교육 등을 포함



2002년부터 세계시민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

자유 분과 2│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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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2000년대 이후 영국 교육부는 각급 학교교육과정에 세계적인
요소를 포함하라는 글로벌교육 관련 문서 발송



문서에서 강조된 글로벌교육의 8가지 주제
- 갈등해결, 사회적 정의, 가치관과 지각, 지속가능한 발전,
상호의존성, 인권, 다양성, 세계시민성
(DEA & DFID, 2005, 12-13)

1. 영국



2000년대 이후 ‘글로벌교육’보다 ‘세계시민성교육’ 이라는
용어가 더 활발히 사용됨



Oxfam과 같은 비정부단체들이 세계시민성교육의 중요성 강조
-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글로벌교육의 실천적 방법 지원
(Hayden, 2013; Hicks, 2003; Ibrahim, 2005; Marshall, 2007)



2000년대 이후 영국에서의 글로벌교육은 세계시민성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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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세계화에 대한 1980년대 및 1990년대 영국의 교육적인 대응은
세계경제변화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함양에 있었음



2000년대 이후에는 세계시민성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구적 변화, 상호의존, 다양성의 미래 세계에 적응하고
세계화의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 노력



특히 최근 들어 교육부와 비정부단체를 중심으로 세계시민성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2. 미국


미국의 국제이해교육은 해외식민지 획득과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연구와 외국어교육에 중점
- 국제이해보다 특정국가에 대한 지식습득을 통해
국제전문가 양성이 주목적



1970년대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세계적 소양을 길러줄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교육운동’이 초• 중등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자유 분과 2│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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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Hanvey, Anderson, Becker는 ‘국제교육’ 대신 ‘글로벌
교육’의 실시 주장



Kniep(1986)는 ‘글로벌교육’이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
세계문제에 대한 참여까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1994년 이후 50개 주 교육과정에 세계적인 시각을
포함하라는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글로벌교육은
지역사회, 주, 그리고 국가수준에서 활발히 실시

2. 미국



21세기 이후 미국 국제이해교육의 대전환



미국인들은 2001년 9/11 사건으로 ‘세계화’에 대해 다시 생각



9/11 사건으로 세계에 대해 무지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자각



미행정부 글로벌교육보다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 및 안보를
강조하는 교육 요구(Frey & Whitehea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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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21세기 미국의 교육정책은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보다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를 강조하는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에 초점 (Engler & Hund, 2004; Frey & Whitehead,
2009; Keith, 2004; Parker, 2008)



Rizvi(2004)는 9/11 사건이 미국인들이 세계주의의 이상을
버리게 하였으며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세계화의 과정과
국제관계의 역동성을 바라보게 하였다고 기술

2. 미국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교육정책의 변화
(Frey & Whitehead, 2009)



첫째, 세계시장에서 경제적 경쟁력 확보



둘째,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어 능력향상



셋째, 미국내의 다양성, 다양한 구성원간의 결속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타문화 및 타종교 학습, 학생 및 교사 해외교류
프로그램의 추진 등

자유 분과 2│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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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국가 중심의 시민성교육이 세계화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

교육적 대안으로 세계시민성교육 주장

(Banks et al., 2005; Camicia & Saavedra, 2009; Davies, Evans,
and Reid, 2005)


세계시민성 개념은 여전히 미국의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임



최근 미국의 시민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적 불평등 및 부정의,
세계화, 이주, 사회통합 등의 주제가 개혁 주제로 강조됨

2. 미국



최근 조사에서 (Myers, 2010; Torney-Purta et. al., 2001)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시민성의 개념을
넘어 인권, 환경 등의 세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참여를 통해
세계문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이 현재 국가시민성을 지향하는 것은 9/11 사건과 국가적
경쟁상황에서 오는 불가피한 선택일 뿐 향후 세계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미국의 교육은 이를 반영해 나갈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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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에서 주장한 국제이해교육을
유네스코 ASP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학교현장에서 실시



타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강조



일본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타문화 이해의 선행과제임을 강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투하의 끔찍한 기억은 일본의
교육자들이 평화교육운동에 전념하도록 함



일본교육자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일본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미미(Fujikane, 2003)

3. 일본



1980 ~ 1990년대 일본의 국제이해교육
일본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 교육과정
에서의 국제이해력 증진, 외국어 학습 강화 등이 포함 (Tye, 2003)



세계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영어교육의 강화를 통한 국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과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의 확산 등을
통한 일본 문화의 수출에 관심 집중(김종덕, 2005)



일본에서는 영국 및 북미 국가들과 달리 1970년대 새롭게 부상한
‘글로벌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음

자유 분과 2│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34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3. 일본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관점 적극 도입
국제이해, 정보기술, 환경에 대한 ‘총합학습’의 실시 강조,
인권존중, 인간이해, 세계의 상호관계, 환경, 개발, 평화 등의
글로벌이슈 교육



21세기 일본의 국제이해교육은 UN ESD 10년을 제창한
국가로서 ESD 중심의 국제이해교육과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성 교육을 위해 노력 중

3. 일본



2000년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공표 이후 일본의
국제이해교육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국제협력으로 영역 확대



ODA를 통한 국제협력에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방안 모색



최근 일본의 국제이해교육정책은 학교와 지역이 연계되고,
지역사회와 국제사회가 연계된 국제이해교육의 실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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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1.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균형

2.

국가역할의 재해석

3.

다양한 행위자의 요구 반영

4.

보편적 가치관의 함양과 실천

1.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균형



국제이해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상호관계 설정임:
 미국;

국가시민성 강조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영국;

세계시민성의 함양 강조

 일본;

국가주의적 성향 지속, 최근 학교와 지역의 연계,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연계한 국제이해교육 실천 강조

자유 분과 2│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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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균형



21세기 우리의 삶은 국가적 접근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
세계적 접근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있음



Nussbaum(2002): 세계시민성은 세계적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체성일 뿐 국가적 정체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1.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균형



국가 이익과 세계 이익의 상충되는 경우
- 21세기에는 세계화의 구도 속에 국내문제를 상호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의 융통성 필요



21세기 우리의 삶은 모든 지역적인 것들은 점점 세계화되고 ,
모든 세계적인 것들은 점점 지역화 되고 있음(Soj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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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역할의 재해석



최근 세계화 및 지역화의 강화로 국민국가에 대한 논쟁 가열


찬성: 국민국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행위의 주체임.
그 어떤 기구도 국민국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움.



반대: 세계화, 지역화는 국민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임.
궁극적으로 국민국가의 붕괴가 초래될 것임.

2. 국가역할의 재해석



교육의 출발이 국민국가 체제 내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개인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있음



세계화로 국가의 장벽이 낮아지고 지역별 협의체와 다자간
협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는 이러한 변화를 다룰 수
있도록 재창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환경, 인권, 이주, 빈곤, 성평등, 에이즈 예방 등의 문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자유 분과 2│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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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역할의 재해석



영국: 세계시민성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도입하고 Oxfam과
같은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교육자료 개발, 보급



일본: 최근 국가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세계주의의 실천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강조



미국: 9/11 이후 학교교육과정에 국가주의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세계시민성교육의 지속적 실시와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역공동체 및 세계시민연대와 협력

3. 다양한 행위자의 요구 반영


세계화의 진행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변화 중의
하나는 과거 국제무대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국민국가
외의 다양한 행위자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주로 환경, 인권, 평화, 빈곤의 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간 기구, 비정부 기구 또는 시민단체임



국제이해교육은 국제관계를 관장하는 주체가 다양해져 국가뿐
아니라 여러 행위자가 있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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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행위자의 요구 반영



영국; 21세기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세계시민성 교육자료 개발에
비정부단체의 참여로 이들의 요구가 교육에 반영



일본; 정부주도의 공적개발원조(ODA)에서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모색



미국; 9.11 테러 이후 국가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미쳐 다양한
시민단체의 국제이해교육 관련 활동이 보고되고 있지 못함

3. 다양한 행위자의 요구 반영



비정부기구, 비영리조직의 세계적 활동과 영향력 확대
(김종덕, 2005)



인권, 평화, 환경, 빈곤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 행사



21세기 국제관계의 특징은 다양한 행위자가 모국의 이해 관계와
독립적으로 국제문제에 영향력 행사(Fujikane, 2003)

자유 분과 2│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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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편적 가치관의 함양과 실천



21세기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국가적 접근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해결이 어렵거나 국내적, 국제적으로 더 많은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세계화 시대에서는 국민국가적 관점에서의 가치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교육할 필요성 제기

4. 보편적 가치관의 함양과 실천



영국의 국제교육 지침서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국제교육
개념으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인류애이며,
특히 빈국의 발전문제의 중요성 강조(성열관, 2010, 34)



일본은 국제이해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류보편적 가치인
평화에 대한 신념을 강조(박성인, 2010)



미국의 시민교육 과정에서 세계적 평등 및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관 강조
(Osler & Starke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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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편적 가치관의 함양과 실천



보편적 가치관 함양과 함께 참여교육 필요성



보편적 가치관의 실천은 세계시민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실천 의무와 상호 연계하여 전개



어린 학생에게 지구공동의 문제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심어주는 것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형성에 중요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 및 국가의 행동이 가져오는 전 지구적
결과에 대해 성찰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

4. 보편적 가치관의 함양과 실천



보편적 가치관 설정의 어려움
- 개인간 차이, 문화간 차이, 세계화로 인한
국제관계의 복잡성 상존



국제이해교육의 보편적 가치관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 증가

자유 분과 2│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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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21세기의 다층적 세계화 진행
 WTO

, EU, NAFTA 등 경제적인 블록화

 지역주의,

민족주의, 개인주의 집단의 반세계화 움직임

 국제무대에서
 2001년

비정부기구, 비영리조직 등의 영향력 확대

9/11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기대

IV. 결론 및 시사점



2000년을 기점으로 한 주요 양상의 변화


2000년대 이전의 EIU가 국가중심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는 세계화의 요소 적극 반영



2000년을 전후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교육정책
차원에서 글로벌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실천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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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의 EIU 최근 동향 분석을 통한 방향성 모색


첫째,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균형적 교육



둘째, 국가역할의 재해석



셋째, 비정부기구, 민간단체 등 국제무대 다양한 행위자의
요구 반영



넷째, 보편적 가치관의 함양과 실천 교육 강조

IV. 결론 및 시사점



국제이해교육의 방향성 모색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시민교육에서
 다양한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가치가 상충할 때

행위자의 목소리를 교육할 때 서로 대립하는 관점의

교육
 다양한

관점 속에서 보편적 가치관 설정문제와 압력 문제

 2001년

9/11 이후 국가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어떻게

다층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느냐의 문제

자유 분과 2│21세기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및 방향

35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IV. 결론 및 시사점



한국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시사점



2000년 전후 한국 국제이해교육의 변화 양상 유사성



1990년대 국민국가적 측면에서 국제경쟁력 향상 강조



2000년대 이후 다문화사회의 출현과 세계화 논의의 진전



세계화, 상호의존성, 지속가능한 발전, 평등과 다양성 등의
글로벌교육 주제들이 기존의 국제이해교육의 내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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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반 운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사례발표
박재준(서울 마포초)

국제교류반 운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서울 마포초등학교
교사 박 재 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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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Classrooms
(국제교류활동)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나눔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개발
교육 (E.S.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chool
Enterprise

활동중심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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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Classrooms
(국제교류활동)

교환학생
외국어학당 학생 초청

Korea-Ethiopia

한국 – 대만 – 영국
4

Connecting
Classrooms

Seoul-Yilan-Hartsid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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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visit

Connecting
Classrooms

6

Connecting
Classrooms

Foreign Students

Korea-Ethiopia

Seoul-Yilan-Hartsid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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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Classrooms
project

Seoul-Yilan-Hartside
8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bate

organize

collect dat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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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샤워버킷리스트

10

E.S.D
*Better Community
Better Worl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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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Better Community
Better World

12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ole-play, news ETC.

Keith-Harin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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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
* 이면지 재생

이면지 잘게 자르기

물기를 빼고 말리기

세제 풀어 이면지 세척하기
14

M.D.Gs
* Universal Desig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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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Enterprise

마포나눔터
물품 판매
16

School
Enterpris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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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해교육
- 어둠 속의 대화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경복궁 만들기
마을지도 만들기
-마포구 도화동 지도 만들기

한국 전래동화
책 만들기
Human
Library Project
(녹음도서 만들기)

유관기관 방문 및 활동 참여
- 평화교육 모모
- 국경없는 교가회
- 유니세프 등

감사합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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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학습 과정안
윤명자(서울 창동초)

단

원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주

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일

시

2014년 10월 15일(수) 2교시

장

소

1학년 2반 교실

대

상

1학년 2반 17명 (남 7명, 여 10명)

수업자

윤명자

서울창동초등학교
http://www.changdong-s.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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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업을 준비하며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소위 “글로벌 시대”로 명명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블록별로 만들어 국가와 인종은 달라도 마치 하나의 시민처럼 살아가야 한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국가 간 FTA를 체결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양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일이
일반화되기도 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시대를 효과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국
제이해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왜냐하면 국제정치나 경제가 통합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문
화, 종교,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국가나 인종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같은 국가 내에서도 종교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과 살육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시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은 세계시민정신이 부재하거나 부족함으
로 일어나는 것이다. 학교는 이 문제를 국제이해교육 차원으로 접근하여 어릴 때부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초등학교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국제이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심각한 사회문
제로 비화되고 있는 교내외의 폭력과 집단따돌림의 같은 문제도 서로 다른 생김새, 피부색, 문화, 종교,
가치관 등을 다양성이란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서로 다름’에 대한 세계시민적 이해를 하도록 교육할 절실한
상황이다. 학교에서는 폭력에 대해 엄벌하기보다 어린이들이 친구의 다른 점을 잘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폭력과 갈등이라는 부정적 현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 공동체가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세계시민적 개방성과 다양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서
울시교육청은 ‘2014학년도 서울학교 수업혁신 방안’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1)이라는 슬로건
을 내걸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자율과 공존 및 협력의 교육
이라고 본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서 아이들이 상호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지니도록 국제이해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교
실을 가꾸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상호 이해와 소통을 지향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을 학생들이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장르인 문학 중 동화에서 살펴보
려고 한다.
이 동화를 통해서 교사는 상대방의 다른 관점을 존중함으로써 협력하고 배려하는 우정을 기르며, 경
쟁 대신 함께 사는 공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이 교육을 통해서 상호 간의 다른
모습과 관점을 삶의 다양성 확산과 어울림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학교분위기,
이기심보다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우선하는 어린이, 차별과 따돌림이 아닌 함께하는 어울림이 있
는 교우관계 등의 세계시민정신 교육과 관련 있는 요소들을 길러내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서울교육 방향과 해설.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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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재 연구
1. 학습의 개관

학교 공동체는 교내갈등에 대해서 비폭력적으로 대처하고 공동체 안에서 상생의 해결방식을 지향해
야 한다. 먼저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
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상생과 소통을 추구하는 세계민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제이해교육이란 세계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다. 즉, 민주 시민은 세계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조망하고 협동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
하는 시민을 지칭한다. 문화적 차이를 관대히 다루고,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하며, 평화적인 갈등
해결, 환경보호, 인권 존중, 정치 등에 있어서 지식, 기능, 가치를 겸비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천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이다.2) 글로벌 시민은 민족이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복지,
환경, 기본권, 존엄성에 대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시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3) 이를 위한 교수학습 지도방향은 다른 관점에 대한 개방적이고 편안한 교실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
의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수업에서는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는 구조와 상황을 평화적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인간은 서로
같은 점 못지않게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는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자 한다. 주변 환경을 비폭력적 방식으
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시민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길러내려는 것이다.4) 이는 장래에 학생들이
성장하여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국제이해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2. 학습의 목표와 구성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가. 지식·이해

1)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 자신이 한 국가의 시민(국민)이자 세계의 시민임을 이해한다.

2) 전
 희옥(2006). 학교문화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초등학교 사회과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
학회 사회과교육연구(13권 3호). pp124-126.
3) 성
 열관(2010). 세계시민교육 과정의 보편적 핵심 요소와 한국적 특수성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 제 37권 제 2호, p111.
재인용.
4) 고
 병헌(2006). 평화교육사상 교육의 역사와 철학 시리즈. 서울: 학지사.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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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가치·태도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협동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능력을 갖는다.
협력학습 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 학습의 연계
선수학습

→

본단원

틀려도 괜찮아
(마카타 신지)
◦ 노래부르기
‘누가 꿀떡을 먹었나?’
◦ 동화책 소개하기
◦ 간추린 동화 듣기
◦ 독후 활동
(손바닥 독서록)
◦ 느낀 점 발표하기
◦ 정리
◦ 차시예고

→

후속학습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이노무에 마사지)
◦
◦
◦
◦
◦
◦
◦
◦

스무고개
동화책 소개하기
간추린 동화 읽기
그림책 PPT 보며 답하기
독후 활동
독후 활동 감상하기
정리
차시예고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파스터)
◦
◦
◦
◦
◦
◦
◦
◦

노래부르기 ‘참 좋은 말’
다양한 외모
대본 읽기
PPT 보며 답하기
독후 활동
독후 활동 감상하기
정리
차시예고

4. 학습 구성 및 지도 계획
* 관찰 상황에 노출: 학습의 도입은 스무고개 놀이를 통해 사과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물 사과를 보여주며 떠오르는 생각을 발표하게 하고,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 탐색하기: 사과에 대한 동화책을 보여준 후 수업자가 간추린 동화를 학생들이 모둠별로 읽는다. 간
추린 동화를 읽으며 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 그림책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다시 내용을 재 파악 한다.
* 표현하기: 사과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 지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 한다.
* 적용하기: 독후 활동 감상 발표를 통해 자신과 친구들의 생각이 다름을 이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자 한다.
* 유의 사항: 동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므로 동화를 간추려 A4 한 쪽을 만들고,
간추린 동화의 내용 파악을 위해 동화책을 스캔한 그림책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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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 평가 계획
이 단원은 ‘국제이해교육’이라는 대 주제 아래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라는 동화를 통하여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세계시민 교육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
사는 어린이들의 사고 다양성과 친구의 의견에 대한 존중심을 관찰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
습 내용의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 ‘간추린 동화 읽기’를 통해 내용 파악 능력과 ‘독후
활동’, ‘독후 활동 감상하기’ 등을 실시하고 의사 전달 능력과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특히 자
신감을 갖고 발표하는 태도와 친구들이 발표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자세에 대해 수
행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수업에서는 사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이해
하는가를 평가하는 인지적 측면,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가를 평가하는 정의적 측
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행동적 측면을 골고루 평가하려고 한다.
본 수업은 단편적인 지필평가보다는 수업 장면 속에서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와 세계시민 의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표 1] 단원 평가 계획

내용

평

영역

가

관

점

기능

(1) 동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가치
·
태도

(1) 사과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가?
(2) 친구의 생각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3) 협동적으로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4)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6. 지도상의 유의점
스무고개 활동을 통하여 수업의 동기유발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본시 수업의 전개를 한다.
동화 제목과 관련한 실물을 제공하여 관찰을 통해 학생들이 본 느낌을 발표 한 후 사과 한 개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시키며 학생들의 의견을 가급적 수용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독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학생들의 독후 활동을 감상하며 소통, 배려,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부분 개별학습과 협력학
습을 통해 전개하도록 한다.

7. 본시 수업 모형
본시에서는 학습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 중심
협력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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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현 중심 협력학습 모형

단계

학습과정

학습 형태

관찰 활동

협력 요소

관찰 상황
에 노출

◦ 동기 유발
◦ 생각하기
◦ 관찰 후 발표하기

전체학습

살펴보기
발표하기

같은 생각 앉기

탐색 하기

◦ 배경 지식 활성화
◦ 내용 파악하기
◦ 문제 해결점 찾기

모둠학습

낭독하기
발표하기

간추린 동화 읽
기

표현 하기

◦ 독후 활동하기
◦ 창의적 생각 표현하기

개별학습

쓰고 색칠하기

같은 표현 앉기

적용 하기

◦ 표현 결과 정리하기
◦ 다른 의견 이해하기
◦ 다른 의견 존중하기

전체학습

발표하기
감상하기

집중하기

8. 학습 참고 자료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이노무에 마사지, 우리들의 인권 선언: 미래 M&B

III. 실태 분석
1. 일반적 실태

본 학급은 남자 7명, 여자 10명, 총 17명의 학급으로 남녀의 비율이 다르다.
총 4개의 모둠은 학생 4-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 모둠별로 순번이 정해져 있어 학습을 주도
하는 학생이 요일별로 달라진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높고 학습 활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수업참여도 또한 학년 초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또래 학생들 보다 대체적으로 글짓기와 창의적인 표현력이 우수하나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내용이 나오면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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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학습 실태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습 흥미도

(N=17)

					

응답내용

재미있다

보통이다

재미없다

모르겠다.

응답수(명)

13

2

1

1

비율(%)

76.4

11.8

5.9

5.9

‘창의적 체험활동’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6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창의적 체험활동
을 통한 문학 활동’이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좋아하는 학습(활동) 방법

(N=17)

						

응답내용

개별활동

전체활동

모둠활동

모르겠다.

응답수(명)

2

4

10

1

비율(%)

11.8

23.5

58.8

5.9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습 방법은 모둠활동인 것으로 보아 학습자간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
는 협력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3. 지도 결과 및 제언
가. 거수조사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좋아한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교사가 수행한
수업 활동이 학생들의 흥미로운 수업으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좋아하는 학습(활동) 방법으로는 모둠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본시 수업을 모둠중심 협력
학습(모둠 내 협력학습 및 모둠 간 협력학습)으로 운영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 동화는 어린이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문학적 재미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라. 문학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나 인종,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으며 세계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삶은 자
신을 위한 것이지만 타인과 함께 나누면 자신에게 더 큰 행복과 평화를 만들어 줄 것이다.
마. 본 수업은 동화를 재구성한 소재로 학생들의 학습 주제에 대한 성취도를 파악하고 개인차가 있음
을 쉽게 알 수 있다.
바. 본시 수업에서 협력학습 능력과 독후 활동을 수행하고 동화를 통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없는 ‘학생들이 행복한 교 실’을 만들고 친구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능력을 신장
시키고자 한다.
사. 본 수업의 평가 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에서 실천은 평가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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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어 글로 표현하는 것만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수업의 실제
1.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일

시

단

원

2014년 10월 15일(수) 2교시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대상

1학년 2반

수업자

윤명자

차시

1/1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40분

학습 주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학습 목표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협력학습
요소

모둠별 간추린 동화 읽기, 같은 생각 앉기,
창의적인 독서 표현력, 질적 의사 결정,

창의적 사고 기능
◈창의요소

◉인성요소
○독서 연계

학습
단계

표현 중심
협력학습 모형

학습모형

창의적 사고 성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

√

√

정직

존중

자신감

책임

배려

√

√

√

√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저자: 이노무에 마사지

민감성

개방성

상상력

√

√

√

소유

소통

공감

자율

√

√

√

주제 연계 도서

교사

학생

◎스무고개 : 수업과 관련한 사물 맞추기
T.선생님이 정한 사물이 무엇인지 맞추 SS.손을 든 학생들을 위주로 하여 스무
고개를 한다.
어 보겠습니다.

관찰
상황
에
노출
탐색
하기

동화책 소개하기
T.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동화책을 살 SS.동화책을 살펴본다.
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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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4’
(4’)

스무고개 게임,
사과
같은 생각 앉
기

◎목표 파악하기
동기 T.이 사과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 SS.실물 사과를 보고 난 후의 생각이
유발 해 볼까요?
친구마다 다름을 이해한다.
관찰 (실물 사과 활용)
(같은 생각 앉기)
하기
배경 T.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이 어떠했나요? S1.친구들의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지식
활성 ◎학습 목표 제시
화 T.오늘은 동화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SS.목표 확인하기
목표 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
확인 을 알아봅시다.
학습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활동

활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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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우리들의 인권 선언
출판: 미래 M&B

교수·학습 활동

학습
과정

과제집착력

◈사고의 확장
◉공감, 자율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2’
(6’)

학습목표를 제
시한다.
동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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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과정

교사

학생

활동2
간추린 동화 읽기
T.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를 짧게 간추 SS.간추린 동화 학습지를 모둠별로 한
린 동화 학습지를 모둠별로 읽도록 하 문단씩 읽는다.
겠습니다.
(간추린 동화 학습지 배부)

탐색
하기

T.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내용을 파악하 SS.등장인물과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며 읽습니다. 등장인물과 중요한 말에 친다.
내용 밑줄을 칩니다.
파악
문제 T.그림책(PPT)을 보며 동화 내용을 확 SS.직업에 따라 같은 물건을 봐도 생각
해결 인해 봅시다.T
이 다름을 파악하여 발표한다.
점찾
기 T.“야, 탐스럽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 S1.농부들입니다.
인가요?
T.“근사한 색깔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T.“아침에 먹으면 금메달”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T.“한 개가 30원, 3개를 사면?”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T.“사과노래를 잘 부르는 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료() 및
유의점()

11’
(17’)

간추린 동화,
그림책ppt.
모둠활동
간추린 동화를
자신 있게 읽도
록 한다.

문단의 등장인
물마다 생각이
다름을 찾아내도
록 발문한다.
◉자신감, 소통,
배려

S2.화가입니다.
S3.의사입니다
S4.선생님입니다.
S5.가수입니다.

활동3

8’ 학습지,색연필,
(25’) 싸인펜, 필기도구

독후 활동

표현
하기
적용
하기

시간
(분)

T.자신은 사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SS.사과를 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사과 그 글로 쓴 다음에 ‘사과 그림’을 창의적으
관찰 림’을 싸인 펜과 색연필을 시용해서 특 로 표현한다.
결과 징있게 색칠합니다.
표현 (시간 부족 시 사과 색칠은 미완성)
하기 활동4

◈독창성
◉소통, 자율
배려
글을 쓸 때 이유
까지 쓰도록 한다.
12’ 자신감
다양한 독후 활동 감상하기
(37’) 다양한 생각을
격려하고 골고루
T.자신이 꾸민 학습지의 사과에 대해 SS.자신이 꾸민 학습지를 보고 자신있
발표하는 기회
게 발표한다.
모둠별 순서대로 발표를 해 봅시다.
갖도록 한다.

(각 모둠의 월요일 학생부터 발표를 시
키면서 전 학생이 참여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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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과정

교사

시간
(분)

학생

자료() 및
유의점()

3’ 다양한 의견이
S1.사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색 (40’) 나오도록 격려한
다.
칠하였습니다.
T.이번 시간에 한 공부를 통해서 알게 S2.친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
◈독창성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습니다.
◎정리 및 평가하기
T.이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학습
정리
및
평가
차시
예고

적용
하기

T.친구가 발표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 S3.친구의 의견을 존중해야겠다고 생각
는 글이나 특징있는 말을 찾아볼까요? 했습니다.
S4.친구의 생각을 배려해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S5.사과 한 개를 친구 백 명이 보면 백
명의 생각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S6.과수원이 있어서 사과를 먹을 수 있
어 농부에게 감사했습니다.
T.여러분이 발표한 것처럼 친구의 의견
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생활을 하
기 바랍니다.

◉자신감,
소통, 공감, 존중
오늘 학습을
통해 알게 된 점
을 이야기해봄으
로써 학습 내용
을 명료화하고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한다.

◎차시 예고
T.다음 시간에는 동화 ‘무지개 물고기’
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주변의 물고
기를 잘 관찰해 옵니다.

2. 평가 계획
평가
요소

발표
하기

평가기준

도달
목표

자신의 생각을 특징있게 나타내고 표현활동에 참여하
여 자신있게 발표한다.

상

평가내용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
자신의 생각을 특징있게 나타내고 표현활동에 참여하
나게 표현하고 발표할
나 자신감이 부족하다.
수 있는가?
생각은 하나 글로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고 표현활동에
자신감이 부족하다.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
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나 존중하지 못한다.
가?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며 존중도 하지 않
는다.

3. 학습자료
스무고개, 동화책, 간추린 동화, 그림책 PPT,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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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평가 시기

평가
방법
관찰
평가

표현하기

하
관찰
평가

상
중
하

적용하기

제15차 연례학술대회

4. 칠판 활용 계획
단원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학습주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학습목표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활동 1

동화책 소개

활동 2

간추린 동화 읽기

활동 3

독후 활동

활동 4

독후 활동 감상하기

모둠 발표와 협동판
(1)모둠: 4모둠
(2)모둠별로 발표순서 정하기
(번호나 요일로 정하기)
(3) 모둠 원이 독후 활동을 마치면 모둠장
이 칠판의 협동판에 표시하기
(4) 수업 시 발표를 하거나 모둠 협동이 잘
될 때 교사가 협동판에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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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업 자료 모음(간추린 동화)

동네 가게 앞에 사과가 한 개 놓여 있었어요.

1. 가던 길을 멈추고 감탄하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정말 탐스러운걸. 기름진 밭에서 자란 사과가 분명해.”
사과는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농부 아저씨들이야.’

2. 어떤 사람은 요리조리 사과를 살펴보고
“야, 근사한 색깔이다!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냐. 게다가 초록빛이 살짝 감도는 것이 표
현하기 어려운 색깔이다.”
사과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생각했어요.

3. “사과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야. 아침에 먹으면 금메달, 점심에 먹으면 은메달, 밤에 먹으
면 동메달이라는 말이 있지.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알았다.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요.

4. 사과 앞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아줌마도 있어요.
“한 개에 삼십 원짜리 사과를 세 개 사면 모두 얼마일까요?
아니, 백 원을 내면 거스름돈이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 게 더 어렵겠지!”
선생님이다. 선생님, 쉬운 문제로 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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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PPT 보기 : 간추린 동화 1, 2쪽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활용하기)
1. 이번에는 멋쟁이 아가씨가 악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어, 사과가 예쁘다! 사과 노래는 늘 즐거워!”
사과는 기뻤어요. 저 가수라면 멋진 노래를 부를 거니까요.

2.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우르르 가게로 모여들었어요.
“난, 감을 싸 갈 거야.”
“난, 사과.”
“나는 배를 먹을래.”
어, 너희들 내일 어디 가니?

3. 맞았어. 오늘은 현장체험학습 가는 날이야. 와삭와삭!
“맛있겠다. 나도 사과를 싸 올걸.”
“나도 …….”

4. 호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백 명이 나를 보면
나는 백 개의 사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난 한 개지만 백 개인 사과야.

☆ 여러분은 이 사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학습지에 나의 생각을 쓰고 사과를 색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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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업 자료 모음(독후 활동 학습지)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를 읽고 나서’
1학년 2반 번 : 이름

* 여러분은 이 사과로 무엇을 하고 싶나요?
나의 생각을 쓰고 사과를 색칠하세요.

(나의 생각 쓰기)

(색칠하기)

* 모양이 같은 사과를 보아도 친구들의 의견이
  수 있습니다.

* 친구들의 다른 의견을   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376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제15차 연례학술대회

VI. 수업 참관록
공개 수업 참관록
서울창동초등학교
일 시
교과명

창의적 체험활동

단원명

주 제

학
습
진
교 행
수
활
동
발
문

학
습
활
동
학
습
자
료
정리
및
평가
활동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참

관

내

지도교사

윤명자

지도대상 1학년 2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영역
학습
지도안

참관자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2교시

용

참관사항 기술

1

학습목표는 적정하게 진술 되었는가?

2

학습내용은 적절히 선정 재구성 되었는가?

3

교수-학습 활동이 <표현 중심 협력학습 모형>에 알맞게 구성되었는가?

4

음성과 교수 용어는 적절하며 친화력이 있는가?

5

자세와 위치 이동은 안정감과 품위가 있는가?

6

학습동기를 적절히 유발하여 학습의욕을 촉진하는가?

7

교수활동 단계는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8

학습내용에 적합한 지도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9

지도내용의 구조화로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였는가?

10

개인차를 고려한 발문인가?

11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가?

12

허용적, 탐구적 분위기에서 주어지는가?

13

응답처리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을 자극하는가?

14

학습준비(자료, 용구 등)는 잘 되었는가?

15

학습목표를 파악하고 학습에 참여하는가?

16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17

학생 상호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가?

18

학습지도에 유용한 자료가 적절히 준비되었는가?

19

학습사태에 따라 적시에 제시 활용되는가?

20

학습내용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연구된 자료인가?

21

학습기자재 활용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

22

<표현 활동> 평가 요소가 적절히 추출되었는가?

23

평가 결과를 학습 활동에 환류 하는가?

24

학습 내용을 요약, 정리시키고 있는가?

25

차시학습을 위해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였는가?

종합
의견
및
기타
의견

자유 분과 2│동화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377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참고 자료 및 문헌│

고병헌(2006). 평화교육사상 교육의 역사와 철학 시리즈. 서울: 학지사.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서울교육 방향과 해설.
성열관(2010). 세계시민교육 과정의 보편적 핵심 요소와 한국적 특수성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 제 37권 제 2호.
이노무에 마사지(2001).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한영문화사. (정미영 역)
전희옥(2006). 학교문화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초등학교 사회과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
학회 사회과교육연구(13권 3호).

378

21세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전망과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자유 분과 2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인천개항장 일대의 장소성 연구
이흥순(인천 청일초)

379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목차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03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장소성
04 인천개항장일대의 장소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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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천개항장일대 탐방학습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실천사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이해교육의 과제
국제이해교육의 내용으로서 세계적인 시
각, 타문화 이해, 세계적 상호의존관계 등
타문화 및 세계적인 것에 대해 다루되,
타문화이해로 편중하지 않도록 할 필요
가 있음.
국제이해교육의 교육과정이 보다 체계적
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음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사교
육의 부재가 해결되어야 함
국제이해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교수-학습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부산대 사범대학 국제이해교육연구팀(2012),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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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유럽이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
인천개항장 일대에 세관, 우체국, 관
공서 등 및 영사관이 자리잡게 됨
문호개방의 핵심적 역할
국제사회를 여는 역할

2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장소

특수하고 예외적인 속성을 가지며, 주관적
이고 개성적이며 독특한 것을 담고 있는
개념(전종한 외, 2012)

VS

인간의 경험으로 인하여 특별한 의미를 두
고 애착을 가지게 된다면 공간은 장소의
연속체(고정우, 2014).

공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담아내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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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

Relph(1976)
환경적차원

의미적차원

Setting

Meanings

Steele(1981)

물리적 소환경

장소성

사회적 소환경

활동적차원

장소의 혼

Activities

Genius Loci

환
경

심리
학적
요인

장소성

Greene(1996)
물리적환경
사회적 환경
관리된 환경

환경

장소성
심리학적
요인

안예현(2007)
물리적 환경
-도시구조
-건축물
-기능
-명소/행사

개인적 경험을 통한 장소성
행동
-장소 경험
-장소 이용

의미형성
-장소 인식
-장소 선호

이미지 형성
-장소 인식
-장소 선호
물리적 환경을 통한 장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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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장소성
좀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국제이해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기반
되어야 함.
물리적 요소

행태적 요소

상징적 요소

도시구조
건축물 등

상업 업종,
문화업소,
방문자, 소비자들
소비행태 등

이미지 및
관련 인식

자문화, 타문화가 공존-문화적 다양성
문화교류와 체험

역사적 특성

간문화적상황이 존재하는 장소

4

인천개항장 일대의 장소성 연구

1883년 개항 이후 130년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음. 근대화의 출발점
청, 일, 서양의 건축양식 공존
각국조계지(조선인마을, 중국인마을, 일본
인마을)이 있었으며, 중국인 마을은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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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1899년 9월 18일,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
인선철도가 개통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근
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바로 이 곳 인천
역이 경인선철도가 개통된 그곳이다.

러시아영사관터
1902년 10월, 러시아는 인천에
영사관을 세웠다. 설계는 러시
아 측량기사 사바찐이 맡았는
데, 이 사람은 경운궁(덕수궁)
내 중명전과 독립문을 설계한
사람이기도 하다.

영국영사관터
1884년 설치된 영국영사관.
현재는 파라다이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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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춘

화교증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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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풍(중국풍)의
건물양식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일본 풍의 근대화된
건물양식

일본제1은행
일본영사관
(현 중구청)

(현 인천개항박물관)

일본제58은행

일본우선주식회사
(현 인천아트플랫폼)

일본제18은행
(인천근대건축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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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동성당

제물포구락부

내리교회
해방 이후 인천개항장 일대는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
서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국가산업 및 기반시설의 핵심
지, 인천 경제의 핵심지였으나, 1980년대 이후 인천시청이 현
구월동으로 이전하고, 구도심이 되면서 사회전반적인 측면에
서 쇠퇴, 주택의 노후화, 인구감소, 매출액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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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항장 일대 탐방학습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실천사례

탐구주제
1. 각국 영사관터가 유난히 많은 인천. 각국 영사관이 인천에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자.
2. 청일조계지 경계계단을 중심으로 좌측(청나라)와 우측(일본)을
비교해보자. (건축양식, 풍기는 분위기 등등)
3. 차이나타운에서 느껴지는 맛과 소리, 향에 대해서 서술해보자.
4. 여러 근대건축물을 보면서, 일본이 우리의 근대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보자.
5. 다음 사진의 왼쪽은 전주의 전동성당, 오른쪽은 서울의
명동성당이다. 우리가 본 답동성당은 왼쪽의 전동성당과 같이
로마네스크 양식을 띠고 있다. 오른쪽의 명동성당은
고딕양식이라는 것을 따르고 있다. 이 두 양식에서 느껴지는 점,
관찰할 수 있는 점 등을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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