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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의제로 포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해야 하는 교육적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지리교육의 개념과 내용 요소가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서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개념인 상호

의존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수준에 따라 글로벌 문제에 관한 참여의도가 달

라지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교과

서의 내용 조직 및 텍스트 기술 방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들을 제안하였다.   

실험은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심리적 거리에 주목하여 ‘상호의존성의 인

식수준(독립변수)’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매개변수)’가 갖는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설계하

였다. 실험참가자들은 먼저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에 답하고, 

이어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할당받은 설문지 유형에 따라 공정무역의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해석수준으로 구성한 교과서 텍스트에 각각 노출된 후 최종적으로 공정무

역의 참여의도에 답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상호의존성

의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공정무역의 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학습자 자신과의 

관련성 속에서 표상하도록 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

다. 상호의존성은 글로벌 사회의 실재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행동까지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체계

이다. 이러한 발견은 상호의존성이 공간적인 요소를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



능한 개념임을 감안할 때 지리가 세계시민교육에 적합한 교과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과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비슷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정무역을 멀고 가깝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 공정무역의 참여의도가 달라졌다. 따라서 지리교육을 통해 보다 좋은 세

계를 만드는 변혁적인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행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교과서의 내용 기술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텍스트의 구성수준은 공정무역의 참여

의도에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공정무역을 가깝게 지각한 학생들은 공정무

역의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한 하위 해석수준의 텍스트를 접했을 때 더 높은 참

여의도를 보였으며, 공정무역을 멀게 느낀 학생들은 공정무역의 목적을 중심으

로 구성한 상위 해석수준의 텍스트에 노출되었을 때 참여의도가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메시지 구성수준에 따른 설득 효과가 교과서의 텍스트 맥락에

서도 유효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고려할 때 지리교과서의 내용 구성 차원에서 학생

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조직 방식에서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참여행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장소 기술 

전략이다.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주제 단위로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는 단원들을 상호의존성이라는 개념 체계를 중심으로 보

다 넓은 맥락에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소를 변화시켜가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드러난 장소 스토리를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참여행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요어: 상호의존성, 심리적 거리, 해석수준, 지리교육, 세계시민교육

학번: 2015-2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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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UN에서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 기한이 2015년에 종료되면

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글로벌 의제로 설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주목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에는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달성해야 개발 목표

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중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교육의제로 포함되어 있다(UN, 2015). 이제 세계시민교육은 개별 국가 단위의 

분절적인 교육과정을 넘어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교육정책이 된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이 범세계적인 교육정책이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학교 교육과

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해야 하는 교육적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범교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주로 사회과 교과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과의 여러 영역 중에

서도 지리는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

고 있는 교과로 간주되고 있다(Machon and Walkington, 2000; Desforges 

et al., 2005; Lambert and Morgan, 2010; 이태주․김다원, 2010; 조철기, 

2013). 세계시민교육을 추동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라

는 사회현상은 세계라는 공간을 매개로 진행되는 지리현상이기도 하며, 지리 

교육의 하위 영역인 세계지리는 세계 그 자체를 학습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한 상호의존성,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되는 

개념들은 지리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들이다.  

모경환․임정수(2014)는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세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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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 요소를 교육과정 시기별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과 

시민교육의 방향이 국가시민성 중심에서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쪽으로 이동하

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지리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

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세계

시민성에 관한 내용 요소가 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추출되었다는 것이다. 지

리 영역에서 추출된 세계시민성에 관한 내용 요소로는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

화’,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자원의 개발과 이용’, ‘환경 문제와 지속 가

능한 환경’,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란 모두 여섯 개의 대단원이 해당한다. 이

러한 수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일반사회 영역에 비해 

두 배나 많은 것으로, 지리가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사회의 변화 양상을 사회과의 다른 교과들보다 효과적으로 학습 대상

으로 포섭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리 영역에서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많이 추출되었다고 

학교에서 지리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

렵다. 단순히 학습자들의 존재 밖에 위치한 관찰 대상으로서의 세계에 관한 지

식을 늘려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요구하는 교육적 과제를 실

현하기가 힘들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지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

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로컬과 글로벌에 이

르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

요한 역할과 행동을 요구한다(Davies et al, 2005; UNESCO, 2014, 2015; 

Oxfam, 2015). 따라서 지리가 세계시민교육에 적합한 교과라는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지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서 공유하고 있는 개념과 내용 요소가 많

다는 사실에 자족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

는 역할과 행동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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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학생들이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변혁적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가 글로벌한 네트워크 속에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중요한 개

념 체계로 부각된다. 상호의존성은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실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장소들 간의 연계와 의존성뿐만 아니라 장소와 사람들, 

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Lambert et al., 2004). 그리

고 이러한 관계에 대한 자각을 통해 학생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본 적 없는 

먼 장소에 사는 타자들을 향해서도 공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세계시민으로 성

장하게 된다(Machon and Walkington, 2000; 최정숙․조철기, 2009). 

상호의존성은 세계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으로(남호엽, 2014), 공간적인 차원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기도 하다(Pike and Selby, 2000). 인간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상상할 

때 그들이 위치한 장소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현상으로서의 

세계화는 공간적인 맥락을 통해 구체화될 때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상호

의존성은 Massey(1994)가 제안한 ‘지구적 장소감(a global sense of place)’

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개념 체계로 장소를 관계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Lambert and Morgan, 2010). 따라서 지리는 다른 어떤 교

과보다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개방적이

고 책임감 있는 시민성을 발달시키는 데 명백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일부 지리학자와 지리교육

자들이 개념 체계로서의 상호의존성을 중심에 두고 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노혜정, 2008; 이태주․김다원, 

2010; 한희경, 2011; 박배균, 2013, 조철기, 2013) 이들은 주로 지리교과서가 

세계를 국가 단위의 분절된 집합체로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건전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세계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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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칠 때 세계를 상호의존적인 체제로 제시하거나(노혜정, 2008; 이태주․김다

원, 2010; 한희경, 2011),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리교육의 내용 조직 방식을 

다양한 장소들 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박배

균, 2013; 조철기(2013). 

지리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에서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상호의존성

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행동이 달라질 것

이라는 기대를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기대와 사실은 다르다. 

정치적인 과정에 힘을 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수치들이지 바람직한 방향을 

기대하는 수사가 아니다. 지리교육이 세계시민교육에 적합한 교과라는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를 사실로 만드는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지리교육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호의존적인 체제로서 세계를 이해시키자’라는 인지

적인 측면에서의 제안이 세계시민교육에서 요구하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리교육에 내재된 개념과 내용 요소가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지

리교과서의 내용 구성 차원에서 지리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지리교

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당위적인 차원에

서의 방향성에만 집중할 뿐, 그러한 방향성이 실제로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

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해 지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서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개념인 상호의존

성의 인식수준에 따라 글로벌 문제에 관한 참여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험

을 통해 검증하고,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교과서의 내용 조직 및 텍

1) 조철기(2013)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국내외의 다수의 연구를 고찰하여 지리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상호의존에 대한 이해로 요약하였다. 그는 지리를 통한 시민성 교육을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보다 나은 세계를 만

들기 위해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할, 책임, 글로벌 윤리,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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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구성 방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비판적인 세계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

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지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과 내

용 요소가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문헌연

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하면서 선행연구 분석, 실험 설계, 실험 및 결과 분석, 

논의 및 제언의 순으로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단계에서는 주로 세계시민교육과 해석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들을 고찰하였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먼저 세계화화에 따라 시민성의 개념이 변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글로벌 교육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이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변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어서 시민성 개념에 

내포된 공간적인 요소들을 조명하여 장소를 관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지리교

육과 세계시민교육에서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개념인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인식의 틀이 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글로

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한 참여행동으로서 공정무역이 지닌 의미와 한계

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석수준 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실험 설계를 하는데 유의미

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사회심리학자인 Trope and Liberman에 의해 정립된  

해석수준 이론은 같은 대상일지라도 사람마다 마음속에서 표상하는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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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양식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체계화시

킨 이론이다. 해석수준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을 접하면서

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이유를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심리적 거리란 개인이 어

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적인 거리감을 말한다. 

본 연구의 실험은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심리적 거리를 적용하여 설계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인식 대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도 적용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계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곳이자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이해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세계를 자신의 존재와 직결된 

실존의 장소로 여기겠지만, 다른 학생들은 세계가 자신의 존재와 멀리 떨어진 

분리된 공간으로 느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 대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하고,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문제의 참여의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문제에 관한 참여행동으로 공정무역을 선

택한 후 최종적으로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매개변수로 투입하는 연구모형

을 도출하였다.  

실험 및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현장 실험을 통해 취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험 설계 단계에서 설정한 가설들에 대한 통계적 검정이 이루어졌다. 실험은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3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수거한 

설문지 중 총 628부를 대상으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2.0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척도문항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후 차례대로 단순회귀분석, 3단계 매개 회귀분석,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결론 및 제

언 단계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했으며,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지

리교과서의 내용 구성 차원에서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

안들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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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선행연구 분석

(문헌연구)

▪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문헌연구

- 세계화에 따른 시민성의 개념 변화 

- 글로벌 교육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의 추구 방향

- 공간적 관점에서의 시민성 개념 고찰

- 지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서 공유하는 개념 체계로서의 상호의존성

- 글로벌 문제에 관한 참여행동으로서 공정무역의 의미와 한계

▪ 해석수준 이론에 관한 문헌 연구

- 해석수준 이론과 거리감 효과 

- 해석수준 이론을 적용한 메시지 구성수준에 따른 설득효과

� �

실험 설계

(문헌연구)

▪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 척도문항 개발

▪ 처치변인으로 제시할 실험자극물 개발

� �

실험 및 결과 분석

(실험연구, 문헌연구)

▪ 현장 실험

▪ 설문지 회수 및 분석대상자 결정

▪ 척도문항들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 통계 분석 및 가설 검정

▪ 실험 결과 해석

� �

결론 및 제언

(실험연구, 문헌연구)

▪ 연구 요약

▪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지리교과서의 내용 구성 차원에서 세계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모색

<표 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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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세계화에 따른 시민성 개념의 변화

‘시민성(citizenship)’ 개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거주하던 주

민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김진희․허영식, 2013). 고대 아테

네에서의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고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만으로, 이들이 가진 

권리와 의무는 도시 내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 외부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분하는 배타적인 지위였다. 이후 시민성은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주로 국가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시민성은 개인이 국가라는 공동체에 소속

되어 있다는 법적인 지위와 그로부터 요구되는 국가에 대한 권리, 책임, 의식, 

자질 등을 함의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가치덕목으

로 인식된다(모경환․임종수, 2014). 

그러나 급속한 세계화로 초국가적인 이주가 증가하고, 세계가 상호의존적으

로 긴밀하게 결합됨에 따라 국가 중심의 시민성 개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eater(2003)는 세계화와 함께 국가 중심의 시민성 개념이 두 가지 차

원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나는 이주자의 증가에 따른 국가 내

부의 다양한 소수집단에 의해 제기되는 아래로부터의 도전이며, 다른 하나는 

초국가적인 조직이나 기구의 창설 및 세계시민성에 대한 의식이나 믿음 등으

로부터 제기되는 위로부터의 도전이다. 여전히 국가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법적

인 시민성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국경을 횡단하여 이동해 온 사람들에

게는 국가시민성이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 이주자와 난민들에게 있어서 

시민성은 획득하고 승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동은 국가 중심의 시민성에 도

전하는 새로운 시민성을 출현시키고 있다(Desforges et al., 2005). 또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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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는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문화 갈등, 빈곤과 불평등 등 인류의 지속가

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개별 국가 단위로는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어

느 때보다도 국가 간의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해 있는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

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더 큰 공동체의 일

원으로서 역할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Davies et al.,  

2005). 이에 따라 단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시민성 개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중시민성(multiple citizenship) 또는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등이 주목받고 있다. 다중시민성은 한 개인이 서로 다른 시민으로

서의 지위를 중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개념이다(Painter, 2002; 김왕근, 

1999).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민이면서, 한 국가의 국

민이면서, 동시에 세계시민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시민이 지

니고 있는 다중적인 정체성 중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강조점을 

둔 개념이 세계시민성이다(박선회, 2009). 

세계시민교육의 선도 기구인 UNESCO(2014, 2015)는 세계가 상호의존적으

로 연계된 하나의 체제임을 강조하면서 세계시민성의 개념을 ‘광범위한 공동체

와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소속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구호단체인 

Oxfam(2015)은 세계시민을 ‘글로벌화된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자

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세

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 ‘자

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Morais and 

Ogden(2011)은 세계시민성의 개념을 정의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분석하여 

세계시민성의 개념에 내재된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세계시민성

을 ‘사회적 책무성(social responsibility)’, ‘글로벌 능력(global competence)’, 

‘세계시민으로서의 참여(global civic engagement)’라는 세 가지 요소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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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다차원적인 구조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책무성은 세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며, 글로벌 능력은 타문화 및 외부 환경과 소통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세계시민으로서의 참여는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실현하

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광의의 의미에서 세계시민성이란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공존

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2) 글로벌 교육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

전통적으로 근대 국민국가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

성 교육을 실시해왔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시민을 육성하였다

(모경환․임종수, 2010).2)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시민성의 재개념화와 함께 국

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시민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단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3)을 실시해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Myers, 2006; 조철기, 2013; 모경환․임종수, 

2014).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은 아직 학술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에 도달한 

개념이 아니며, 국가와 시대에 따라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

다(Davies et al., 2005). 세계시민교육에는 다양한 정의와 접근방법이 존재하

며, 이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하는 인간상도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근대 국민국가가 수행한 시민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놓고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자유주의적인 입장과 국

가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인 입장 사이

에 긴장감이 지속되어 왔다(변종헌 2001).

3) 세계시민교육은 종종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과 혼

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이해교육이 자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의 보편성 속에 자국의 특수성을 흐릿하게 위치

시켜 학습자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한희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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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rs(2006)는 세계시민교육이 지닌 개념적인 모호성과 광의성에 주목하

여 세계시민교육을 하나의 일관된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하였다. 흔히 세계에 관한 

지식과 쟁점 등에 관해 가르치고 학습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세계시민교

육이라고 총칭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Myers(2006)의 논의는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yers(2006)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접근방식을 세계

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그에 의

해 분류된 첫 번째 접근방식은 ‘국제 경영 접근법(international business 

training)’으로, 교육이 국제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가와 노동자를 육성

하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는 인적자본론

(human capital)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으로,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제 이해 접근법

(international studies)’으로 세계를 서로 경쟁하는 국가 단위의 집합체로 보

고 세계 각 지역과 국가들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Myers는 미국에서 지리, 역사, 정치 등의 사회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는 세계시민교육이 국제 이해 접근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상호의존

성과 전 지구적인 쟁점들이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제대로 가

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세계 체제 접근법(world system 

approach)’은 세계를 상호의존적인 체제로 보고, 민족, 지역, 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세계 체제 접근 방식에서는 사회 정의, 

평화, 인권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다. 

Myers(2006)의 논의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세계를 가르쳐 온 방식은 비록 

세계시민교육이란 이름 아래 이루어졌을지라도 국가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

기 위한 국가주의적 관점과 전 세계의 공영을 위한 탈국가주의적인 관점이 공

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세계 체제 접근 방식은 탈국주의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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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세계를 이해하고 배우는 방식으로, 현재 글로벌 

교육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급속한 세계화

는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

는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초를 둔 초국가적인 대응이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하게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이해를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김진희, 2015).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글로벌 교육의제로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UNESCO와 Oxfam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내용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교육의제로 설정된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UNESCO(2015)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핵심 개념을 <표 2>와 

같이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핵심 개념 영역은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실제 학

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데, UNESCO는 이 세 가지 영역

을 상호 연결적으로 학습하여 학생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변혁적인 교육(transformative pedagogy)’을 지

향한다. Oxfam(2015) 또한 세계민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핵심 역량을 지식

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Oxfam은 학생들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핵심 역량을 학습함으로써 세계

가 작동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로

컬에서 글로벌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UNESC0(2015)와 Oxfam(2015)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내용을 통

해 알 수 있듯이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시키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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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과 

행동을 제시한다. 즉,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상호의존적인 체제로서 

세계를 이해하게 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세계를 구성하는 과

정에 능동적인 참여를 도모하게 하는 변혁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적 영역
지역, 국가, 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

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사회・정의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효

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표 2> UNESCO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개념 영역

출처: UNESCO(2015)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

▪ 사회정의와 평등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 정체성과 자긍심의 지각

▪ 정체성과 다양성 ▪ 공감하기 
▪ 사회정의와 평등에 관한 실

천

▪ 세계화와 상호의존성 ▪ 자기인식과 성찰 ▪ 인간과 인권의 존중

▪ 지속가능한 개발 ▪ 소통하기 ▪ 가치 다양성

▪ 평화와 갈등 ▪ 협력과 갈등 해결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

▪ 인권 
▪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 능력
▪ 참여의 실천

▪ 권력과 통치 ▪ 사실에 근거한 성찰적 행동
▪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

<표 3> Oxfam이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핵심 역량 

  

출처: Oxfa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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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1) 공간적 관점에서 시민성 개념에 대한 고찰

그동안 국내 사회과에서 시민성 교육은 주로 일반사회와 윤리 등이 담당해 왔

다(조철기, 2005). 이에 따라 시민성에 대한 연구 또한 일반사회나 윤리 등의 

가치교육에 중점을 둔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박선회, 2009; 조철기, 

2005). 조철기(2005)는 국내 지리교육계에서 다른 사회과 교과에 비해 시민성 

교육에 관한 연구에 부족한 이유를 다른 사회과 교과와 구별되는 지리과의 정체

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민성 개념을 기피해 온 것에서 찾고 있다. 일

부 지리교육가와 교사들은 지리를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교과로 규정하고 있

으며, 학교의 지리수업에서 논쟁적인 쟁점들을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

하다. 그러나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공간은 가치중립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

다.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공간은 인간의 지각과 행위 등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

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민성 교육의 내재적인 정당성을 지닌다(조철

기, 2005). 따라서 지리가 시민성 교육에 적합한 교과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먼저 시민성의 개념에 내포된 공간적인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Lefebvre의 공간론에 영향을 받는 영미의 비판적 

지리학자들은 공간과 사회를 분리하여 바라보던 관점을 비판하면서 공간과 사

회의 내적인 연관성에 주목한다(박배균, 2012). 특히 Soja(1980)는 ‘사회-공간 

변증법(socio-spatial dialectics)’이란 개념을 통해 공간은 사회에 의해 생산되

지만, 공간이 다시 사회적 과정을 매개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간과 사회를 이분

법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을 해체한다. 이후 공간은 사회의 결과물을 담

아내는 빈 그릇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차이’를 만드는 능동적

인 대상으로 인식된다. 사회적인 과정이 제거된 공간이 쉽게 물리적인 대상으

로 전락하는 것처럼 공간과 분리된 사회는 인간 존재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를 

힘들게 한다. 인간의 정체성은 공간과 분리된 사회적인 과정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공간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거듭난



- 15 -

다.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그가 속한 사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

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간은 마땅히 시민성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리는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공간과 장소가 서로 다른 시민성을 규정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게 한다(Desforges et al., 2005). 

공간적인 관점에서 시민성 개념은 주로 영역(territory)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역은 경계를 통해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는 공간으

로 이해된다(Storey, 2012). 시민성의 개념이 영역과 결부되는 이유는 시민으

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공간적인 포섭(inclusion)과 배제(exclusion)에 의해 결

정되기 때문이다(Anderson et al., 2008; Jones, 2011). 국토라는 명확한 경

계를 지닌 역역 안에서 내국인이 경험하는 시민성과 외국인이나 이주자가 경

험하는 시민성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완전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공간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시민성은 공간적인 소속감과 결부되어 발달

한다(Kofman, 1995). 즉, 사람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시민성을 

경험하며, 공간 또한 상이한 시민성의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가 강조한 국가시민성은 영역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동해 왔

다고 볼 수 있다. Williams(2001)는 시민성을 국가의 경계에 안에서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을 개념화 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지리를 

통한 시민성 교육은 주로 국가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조

철기, 2005). 세계를 배우고 이해하는 교과로 간주되는 세계지리도 세계를 연

결된 체제로 제시하기보다는 경쟁하는 개별 국가들의 집합체로 다루려는 경향

이 강하다(노혜정, 2008).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

존성의 깊이와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지리를 통한 시민성 교육은 차츰 국가시

민성을 증진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작동하는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조철기, 2013). 글로벌화된 세계

에서 지리를 통한 시민성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가 작동하는 방법을 이

해하게 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구성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Mach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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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ton, 2000; Morgan, 2001; 노혜정, 2008; 이태주․김다원, 2010; 한희

경, 2011; 조철기, 2013).

시민성이 공간적인 소속감과 결부된다고 할 때, 시민성의 개념을 보다 개방

적이고 역동적인 대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관계적으로 바라볼 필요

가 있다.4) 장소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자 인식론적 이해의 대상이기도 하다

(Cresswell, 2004). 따라서 장소를 이해하는 방식은 시민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소를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경계가 명확한 대상

으로 바라보는 것과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투과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민성을 지지하게 된다. 전자가 영역화된 배타적인 

시민성을 지지할 우려가 있다면, 후자는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보다 개방적

인 시민성을 출현시킨다. 

Massey(1994)는 글로벌화된 세계에 알맞은 진보적인 장소 개념인 ‘지구적 

장소감(a global sense of place)’을 제안하였다. Massey는 장소를 명확한 경

계를 기준으로 특정의 정체성을 지닌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다른 장소들과의 

연결을 통해 이해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장

소를 보다 큰 스케일에 토대하여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의 상호작용 속에

서 만들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외향적인 장소감을 기를 것을 역

설하였다. 이와 같은 장소를 관계적으로 바라보는 ‘대안적인 지리적 상상력

(alternative geographical imagination)’은 시민성을 일련의 영역을 중심으로 

규정되는 닫힌 개념으로부터 로컬과 글로벌을 가로지르는 다수의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되어 가는 열린 개념으로 이행하도록 한다(Anderson et al., 2008).

지구적 장소감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개인의 경험을 그 장소를 넘어서는 보다 

큰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경계를 초월하여 작동하는 세계시민성의 의미를 

성찰하도록 한다.    

4) 본질주의적 장소 개념은 장소를 경계가 뚜렷한 고정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관

계론적 장소 개념은 장소를 장소의 안과 밖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끊

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투과적인 경계를 지닌 역동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박배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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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개념 ‘상호

의존성’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은 세계를 하나의 연결된 체제로 이해하기 위

해 선행되는 학습 요소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

적으로 긴밀하게 통합되어가는 세계화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글로벌 

사회를 하나의 체제라고라고 할 때 상호의존성은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실재

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계시민성을 기르

기 위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는 상호의존성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호엽, 2014). 

장소를 관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세계화와 함께 지리교육에서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개념인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Lambert and Morgan, 

2010).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상호의존성은 국가 간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의 의존관계 이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Lambert et al.(2004)은 상호의존성

을 지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핵심 개념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상호의존성을 ‘인간과 장소들 간의 상호연계성’,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체제’, ‘자연과 사회와의 상호의존성’, 

‘로컬과 글로벌 간의 연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Machon and Walkington(2000)은 <표 4>와 같이 지리교육과 시민성이 공

유하고 있는 영역을 가치, 개념, 기능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중 상호

의존성은 지속가능한 개발, 장소, 스케일, 문화다양성과 함께 개념 영역을 구

성하고 있다. 지리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로

컬 수준에서 이루어진 행동들이 글로벌한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성찰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Machon and Walkington, 2000). 지리는 다

양한 스케일에서 장소와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다. 지리는 장소에 초점을 두지

만, 장소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넘어 다양한 장소들 간의 연계와 상호

의존성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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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개념 기능

▪ 사회/경제적 정의 ▪ 상호의존성 ▪ 비판적 사고

▪ 장소감 ▪ 지속가능한 개발 ▪ 의사결정

▪ 공동체 의식 ▪ 장소 ▪ 성찰적 사고

▪ 관용 ▪ 스케일 ▪ 심사숙고

▪ 다양성 ▪ 문화다양성 ▪ 의사소통

<표 4> 지리교육과 시민성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개념, 기능

출처: Machon and Walkington(2000)

구분 공간 차원 쟁점 차원 시간 차원 과정 차원

핵

심

개

념

▪ 상호의존성

▪ 상호연계성 

▪ 로컬-글로벌 시

스템

▪ 인간, 지역, 세계

와 관련된 쟁점

들

▪ 쟁점들 간의 상

호연관성 

▪ 쟁점을 바라보는 

관점

▪ 도덕적 가치관의 

공유

▪ 다양한 시대들 

간의 상호연관성

▪ 보다 좋은 미래

를 상상하기 

▪ 참여하는 시민성

으로의 변화

▪ 스케일

▪ 상호학습

▪ 자기인식

▪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성찰

▪ 개인의 성장

<표 5> 글로벌 교육을 위한 4차원 모델

출처: Pike and Selby(2000)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상호의존성은 지리만의 고유한 개념은 아니지만, 공간적인 요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Pike and Selby(2000)는 상호의존성이 

공간적인 맥락에서 접근할 때 더욱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한 개념으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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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들은 <표 5>와 같이 글로벌 교육에서 강조되는 핵심 개념을 공간 차

원(spatial dimension), 쟁점 차원(issues dimension), 시간 차원(temporal 

dimension), 과정 차원(process dimension)의 4가지로 범주화하여 ‘글로벌 교

육을 위한 4차원 모델(A Four-Dimensional Model Of Global Education)’을 

제안하였다. 이중 상호의존성은 공간 차원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로컬과 글로

벌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지리는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학생들에게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명백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공간적인 맥락

을 통해 이해되는 상호의존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속에 포함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자각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생활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한 힘들을 이

해하고, 또한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취해진 의사결정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사

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집합적인 결과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된다(Machon 

and Walkington, 2000; Jackson, 2006). 즉, 상호의존성은 세계가 어떻게 작

동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왜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가치와 공간적

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본 적 없는 타자들을 향해서도 공감과 책임을 느

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최정숙․조철기, 2009).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국내에서도 일부 지리학자와 지리교육자들이 세계

지리를 가르칠 때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의 비판적인 세계

시민성을 적극적으로 기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혜정(2008)은 미국과 우리

나라의 세계지리교과서를 분석하여 지리교과서가 세계를 객관적으로 재현하기

보다는 자국의 입장이 강조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녀는 지리교과서가 세계를 연결된 체제로 다루지 않고 경계가 뚜렷한 개별 

국가들의 집합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세계를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우려한다. 노혜정

(2008)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리교육에서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강

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태

주․김다원(2010)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는 세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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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대두됨에 따라 지리교육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들은 과거의 지리교육이 장소와 자연에 대한 지식 자체에 몰입했

다면, 이제는 장소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의존성에 더 관

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철기(2013)와 박배균(2013)은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의 변화를 

통해 지리교육이 학생들의 비판적인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

로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리교육과정은 주로 국가의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건전한 세계시민

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최정숙・조철기, 2009). 이에 조철기(2013)는 

학생들이 상호의존적인 체제로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리교육의 내용 

구성방식과 수업방법을 변화시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박배균(2013)은 

지리교육의 내용 구성방식을 국가 스케일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스케일에

서 형성된 장소들 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내용 구성방식의 변화를 통해 지리교육이 국가주의적인 영토교육

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박배균(2013)은 상호의존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장소를 관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상호의존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핵심을 이루고 있다(Lambert and Morgan, 20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국내 지리교육계에서는 세계를 상호

의존적인 체제로 제시하여 지리교육이 학생들의 비판적인 세계시민성을 함양

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리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에서 개념 체계로서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행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으

로 연결되는지를 연구한 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

험을 통해 상호의존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수준이 따라 글로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참여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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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문제에 관한 참여행동으로서 공정무역의 의미와 한계

지리를 통한 시민성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학생들을 하여금 보다 나은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Machon and 

Walkington, 2000; Morgan, 2001). 따라서 학교에서의 지리수업을 통해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에서 글로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공정무역(Fair Trade)은 그동안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문제에 관한 실천

적인 참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어 온 소재 중의 하나이다(조철기, 

2013).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시장에서 책정되는 가격보다 

높게 지불하고 구매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개발도상국가의 사람들을 지

원하는 윤리적인 소비 운동이다. 본래 공정무역은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고 시

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무역(Free Trade) 질서를 대변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주류 무역 질서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무역의 형태로 사

용되고 있다(이동연, 2008). 공정무역은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기업의 무역업

자가 담당하는 전 과정을 생산자협동조합이 맡음으로써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

는 비용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 않고도 생산자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한다(박선미, 2013).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제품들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은 동일한 품목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 선택의 폭도 넓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한 의식적인 행위

가 된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구매할 수도 있고, 제품을 구매했다고 특별

한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세계의 불공정한 

구조와 이로부터 비롯된 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참여’5)

5) 참여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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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무역이 상업화되면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행동으

로 공정무역이 지닌 정당성과 한계에 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Trentmann(2007)은 공정무역이 북반구의 부유한 소비자들과 남반구의 가난한 

생산자들 사이의 공간적인 단절을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가진 자들의 제국주의적인 소비 취향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

는 공정무역이 서구의 가진 자들을 향해 윤리적인 측면에만 호소할 뿐 공정무

역이 시행되기 이전의 제국주의적인 기호나 취향이 공정무역을 통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공정무역의 이면에는 가진 자들의 사소한 소비 

취향으로 ‘공정한’ 세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일종의 우월감이 자리하고 있

는 것이다. 

Bernstein and Campling(2006)은 공정무역이 소비자들의 감성적인 측면에 

기대어 사회정의를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비자들은 공정무

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무력감

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윤리적인 소비자가 되

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킨다. 즉,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윤리적인 존재로 격상시켜 이를 드러내고 싶은 현시

적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McEwan and Goodman(2010)은 이러한 

소비자본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윤리적 소비가 오히려 불공정한 체제의 재생산

에 기여하여 불평등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반구의 부유

한 소비자들의 책임과 배려에 의해 제 3세계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는 주장의 이면에는 세계의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은폐할 의도가 자리하고 있

는 셈이다.

글로벌 문제에 관한 참여행동으로서 윤리적 소비가 지닌 한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지리교육계에서도 공정무역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박선미(2013)는 공정무역에 관한 교육자료를 분석하여 

하는 정치적인 의미의 용어이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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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에서 길러주어야 할 참여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녀

는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정무역에 관한 교육들이 세계의 불공정한 구조

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와 연대를 도모하는 실천적인 세계시민

성을 함양하기보다는 ‘윤리적 선을 구매’하는데 만족하는 고립된 소비자들을 

길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병연(2013)은 공정무역이 기업들의 ‘윤리적 시

민 만들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공정무역 제품

을 구매하는 행위가 오히려 소비자본주의 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음을 경고하였다. 그는 지리교육에서 공정무역이 지닌 어두운 측면을 함께 다

루어 학생들의 비판적인 성찰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는 글로벌 문제에 관한 참여행동으로서 공정무역이 지닌 한계에 충

분히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생 수준에서의 참여의 용

이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행동으

로 지리교육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참여의 용이성 때문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의 9번째 대단원에 해당하는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에서는 공정무역을 세계화에 따른 경제 공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09).6) 이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사회교과서 6종에서 모두 공정무역을 한 차시 이상의 학습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실험 장면에서 제시할 글

로벌 문제의 참여행동으로 공정무역을 선택하였다. 

공정무역은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와 로컬 수준에서의 구체적

인 실천적인 방법을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지리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에서 의

미 있는 학습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최정숙․조철기, 2009). 공정무역은 

“글로벌적으로 생각하고, 로컬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세계시민교육의 구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

다.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공간에서 한 행동들이 

6)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정무역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세계화

에 따른 경제 공간의 불평등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예, 공정무역) 

및 참여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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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먼 지역

에 사는 타자들을 향해 책임감과 배려를 느끼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해석수준 이론과 거리감 효과

1) 해석수준과 심리적 거리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곤 한다. 예를 들어,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동일한 행위를 어떤 사람은 단순히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

는 것이라고 여지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이 세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를 개선시

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식별 수준을 ‘해석수준(Construal Level)’이라고 한다

(Trope and Liberman, 2003, 2010; Liberman et al., 2007).

해석수준은 추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상위 해석수준(high-level 

construal)과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하위 해석수준(low-level 

construal)으로 구분된다. <표 6>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위 해석수준에서는 대

상이 지닌 본질적(primary)이고 핵심적(core)인 탈맥락적(decontextualized)인 

특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반면, 하위 해석수준에서는 부차적(secondary)이고 

표면적(surface)인 맥락적(contextualized)인 속성에 주목한다(Trope and 

Liberman, 2003). 또한 상위 수준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인 ‘왜

(why)’를 중심으로 대상에 접근하지만, 하위 수준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행위

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인 ‘어떻게(how)’에 비중을 두고 판단을 내린다(Z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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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versky, 2001). 따라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단순히 원하

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하위 수준에서 해석한 것이고, 세

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참여로 생각하는 것은 상위 수준

에서 해석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위 해석수준 하위 해석수준

▪ 추상적인(Abstract)

▪ 단순한(Simple)

▪ 구조적인(Structured)

▪ 일관성이 있는(Coherent)

▪ 탈맥락적인(Decontextualized)

▪ 주요한(Primary)

▪ 핵심적인(Core)

▪ 상위적인(Superordiante)

▪ 목표와 관련된(Goal relevant)

▪ 구체적인(Concrete)

▪ 복잡한(Complex)

▪ 비구조적인(Unstructured)

▪ 일관성이 없는(Incoherent)

▪ 맥락적인(Contextualized)

▪ 부차적인(Secondary)

▪ 표면적인(Surface)

▪ 하위적인(Subordiante)

▪ 목표와 관련 없는(Goal irrelevant)

<표 6> 상위 해석수준과 하위 해석수준의 구분 

출처:  Trope and Liberman(2003) 

Trope and Liberman(2003, 2010)은 개인의 해석수준이 어떤 대상이나 사

건에 대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에 따라 달라짐을 

밝혀내면서 해석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을 전개하였다. 해

석수준 이론은 개인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에 따라 그 

대상을 심적으로 표상(representation)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인식

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규명한 이론이다.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심리적 거

리는 어떤 대상이 지금, 여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멀고 가깝게 느껴지는지에 

관한 ‘지각된 거리(perceived distance)’를 의미한다(Trope and Liberman, 

2003; Liberman, Trope and Stephan, 2007). 즉,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심리

적 거리는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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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놓고도 개인의 경험과 가치 등의 이유로 서로 다

른 심리적 거리를 갖게 된다(Trope et al., 2007). 이러한 심리적 거리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을 접하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 상이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Fujita and Han, 2009). 

초기의 해석수준 이론은 주로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시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시간 해

석 이론(Temporal Construal Theory, TCT)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03). Liberman and 

Trope(1998)은 실험참가자들에게 난이도와 흥미를 기준으로 제작한 서로 다

른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여 ‘시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에 따라 선호하

는 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과제 풀이 시간이 먼 

미래로 설정된 경우에는 흥미롭지만 어려운 과제를 선호했고, 과제를 보다 가

까운 미래에 해결하는 상황에서는 흥미는 없지만 쉬운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Liberman and Trope(1998)은 이러한 결과를 ‘바람직성

(desirability)’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시간적 거리

가 멀어질수록 상위 수준에서의 해석이 증가하여 행위의 목적에 주목하여 바

람직성이 강조되지만,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하위 수준에서의 해석이 증

가하여 행위의 방법과 관련된 실행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시간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점차 공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공간적 거리(spatial distance)’, 관계의 친밀한 정도를 나

타내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발생 확률적 

거리(hypotheticality)’까지 다양한 영역의 심리적 거리로 확장되었다. 사람들

은 공간적으로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상위 수준의 해석을 적용하고, 보다 가까

운 거리에 있을 때에는 하위 수준의 해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Fujita et 

al., 2006), 사회적으로 거리가 먼 대상들에게는 대상의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에 주목하지만, 사회적으로 가까운 대상들을 해석할 때에는 부차적이고 맥

락적인 속성에 의존한다(Liviatan et al., 2008). 또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

건에 대해서는 실행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발생



- 27 -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대해서는 바람직성에 기대어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이 밝혀졌다(Bar-Anan et al, 2007).

현재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심리적 거리는 시간적(현재 vs 미래), 공간적(가

까운 곳 vs 먼 곳), 사회적(가까운 관계 vs 먼 관계), 발생 확률적(높은 가능성 

vs 낮은 가능성) 거리라는 네 가지 차원의 거리를 모두 고려한 개념으로 인식

되고 있다(Trope and Liberman, 2010).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심리적 거리

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서 자동적으

로 연상되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Fiedler et al., 2012). 따라서 사람들은 시간

적, 공간적, 사회적, 발생 확률적이라는 네 가지 차원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심적인 표상을 하고, 그에 따라 상이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위 수준으로 해석하는 경

향이 있으며,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하위 수준으로 해석하려 한다. 또한 

심리적 거리와 해석수준은 상호 순환관계를 이루기도 한다(정의준 외, 2012). 

심리적 거리가 해석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해석수준도 심리적 거리에 영

향을 미친다(Trope et al., 2007; Trope and Liberman, 2010). 즉, 상위수준

으로 해석을 할수록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하위수준으로 해

석을 할수록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2) 해석수준에 따른 메시지 구성 효과

해석수준 이론은 주로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익, 복지, 행복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정의준․유

승호, 2015). 이중 공익광고 분야에서 축척된 연구 성과는 시민교육 분야에서

도 유의미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광고와 시민교육 모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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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행동의 변화

를 유도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공익광고의 메시지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Fishbein et 

al., 2002).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익광고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을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이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

문 편이다. 이러한 이해와 행동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로 태도의 

형성과 행동의 실행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태도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형성되지만, 이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Trope and Liberman, 2010). 

공익광고의 성패가 공익 사안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석수준 이론이 제공하는 시사점은 어떤 대상이나 사

건에 대한 개인들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보다 적합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

다는 것이다(김재휘 외, 2010).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행위의 방법이

나 수단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효과적인 반면, 심리적 거리가 멀 경우

에는 행위의 목적이나 의미를 강조하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효과적이다

(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10). 그리고 이는 역

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상위수준의 메시지를 제공하려면 그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늘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반대로 하위수

준의 메시지를 제공하려면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 보다 높은 설득 효과

를 볼 수 있다(Trope and Liberman, 2010).      

최근 공익광고 분야에서는 공익 사안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의도를 진

작시키기 위해 해석수준 이론을 적용한 메시지 구성 전략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채명수 등(2015)은 실험참가자들이 지각하는 공익유형(지

속적 공익유형 vs 자연재해 공익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메시지 구성 전략이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수자원 보호와 같이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에

는 바람직성을 강조한 메시지가 효과적이었으며, 자연재해 피해자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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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즉각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행가능성을 강조한 메시지를 제

시했을 때 더 높은 참여의도를 나타냈다. 

김종흠(2013)은 실험참가자들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높음 

vs 낮음)과 가치지향성(개인적 vs 사회적)의 정도가 공익광고의 메시지가 전달

하는 심리적 거리에 따라 친환경 행동의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

였다. 연구 결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하위 

수준으로 구성된 광고 메시지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위 수준으로 구성된 광고 메시지에서 친환경 행동의도가 더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가치지향성과 메시지의 심리적 거리 간에서는 개인적 가치

를 중시하는 집단은 하위 수준으로 구성된 메시지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

는 집단은 상위 수준으로 구성된 메시지에서 더 큰 설득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공익광고 분야의 연구가 학생들이 교과서의 텍스트를 

접하는 상황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리가 세계시민교육에 적합한 교

과라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좋은 세계

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변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 문제

를 다루는 지리교과서의 텍스트는 학생들이 글로벌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

안한 메시지 구성수준에 따른 설득 효과가 학생들이 교과서의 텍스트를 대하

는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텍스트 맥락에서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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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가설 및 연구모형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거리감 효과는 인식 대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

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는 인간이 존재하는 실존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이해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를 심

적으로 표상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를 자

신의 존재와 분리된 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세계를 자신의 존재와 연결된 가까운 대상으로 인식한다. 상호의존성

의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세계를 자신이 존재하는 실존의 장소로서 바라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세계를 자신의 존재와 분리된  관찰의 대상으

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인식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자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표상하기 때문에 상호의존

성의 인식수준이 낮은 학생들보다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은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높아

질수록 공정무역의 참여의도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일지라

도 참여행동으로서 공정무역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모르거나, 혹은 공정무역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녔다면 공정무역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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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매

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한다.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비슷한 학생들 사이

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공정무역의 참여의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

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하위 수준에서의 해석이 증가하여 행

위의 방법에 주목하지만,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상위 수준에서의 해석이 증

가하여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대상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10). 따라서 심리적 거리를 고려하여 

메시지를 제시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

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행위의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효과적인 반면,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을 강조한 추상적인 메

시지의 설득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10).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메시지 구

성수준에 따른 설득 효과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

한 서로 다른 교과서 텍스트를 실험자극물로 제시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 참여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기술한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도 학습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수준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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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먼 집단 vs 가까운 집단)와 텍스트 구

성수준(상위수준 vs 하위수준)은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상호작용효

과를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가설들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의존성의 인

식수준(독립변수) →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매개변수) →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종속변수)’라는 매개변수를 중심에 둔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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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도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

다. 첫 번째 차원은 측정변인으로 독립, 매개, 종속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두 번째 차원은 처치변인으로 해석수준 이론에 따라 상위 수준

과 하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작한 실험자극물의 텍스트 구성내용이다. 본 연

구를 위해 설정한 변수들의 명칭과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7>과 같다.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

정 

변

인

독립변수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
상호의존성의 이해으로부터 비롯된 사회

적 책임의식

매개변수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

참여행동으로서 공정무역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거리감

종속변수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공정무역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의

도

처

치 

변

인

텍스트 

구성수준

상위 수준 텍스트
공정무역의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

과서 텍스트

하위 수준 텍스트
공정무역의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된 교

과서 텍스트 

<표 7> 연구의 주요 변인과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명명한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은 ‘상호의존성의 이

해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책임의식’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상호의존성

에 대한 이해는 로컬에서 수행하는 행동들이 글로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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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게 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시민성을 출현시킨다(Lambert and Morgan, 

2010; 최정숙․조철기, 2009).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

성의 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Morais and Ogden(2011)이 개발한 세계시민

성 척도문항에 주목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세계시민성 척도문항들은 측정지표

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기대되는 역량별로 분류되어 있고, 세계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의 자각으로부터 비롯된 개인적․사회적 책무성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유미미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Morais and 

Ogden(2011)이 개발한 척도문항들을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척도문

항들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총 5문항을 제작하였다. 각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의 내 행동들

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나

는 세계의 불평등과 문제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세계를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문제에 관한 참여행동으로 공정무역을 선택하였다. 

Pykett et al.(2011)은 지리교육에서 공정무역을 다룰 때 감성적인 측면에 호

소하는 경향을 극복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공정

무역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소비행동을 넘어 정치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

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관점을 지지하여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의 참여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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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의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에 관해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적인 형태의 행동의도를 함께 측정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참여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척도문항은 이미나(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총 5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공정무역의 참여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문항의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2. 나는 부모님께 공정무역 제품을 사시라고 권할 것이다.’, ‘3. 나는 주변 사

람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 ‘4. 나는 공정무역 제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5. 나는 공정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3) 매개변수

가설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

역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비슷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참여행동으로서 공정무역을 멀고 가깝

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의 참여의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참여행동으로서 공정무역에 대해 느

끼는 주관적 거리감’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Trope and 

Liberman(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재휘 등(2012)이 제작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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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들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총 5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이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이

라고 느껴진다.’ ‘2.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은 나와 관련 있는 일이라고 느껴

진다.’ ‘3.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진다.’ ‘4. 나는 공

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친숙하게 느껴진다.’ ‘5. 나는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

이 가깝게 느껴진다.’ 

4) 처치변인

본 연구에서는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메시지 구성수준에 따른 설득 효

과가 학생들이 교과서 텍스트를 접하는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해석수준으로 구성한 교과서 텍스트를 실험자극물

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자극물은 현재 적용 중인 2009개정 교

육과정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술된 공정무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

였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검정을 통과한 총 6종의 사회교과서7)가 사용되고 있

는데, 모두 공정무역을 1차시 이상의 학습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교과서

는 대체적으로 공정무역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교과서의 지면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단락에 기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정무역의 출현 배경과 목적 

및 의미에 관해서는 교과서의 본문을 활용하여 일반화 수준이 높은 설명식 텍

스트로 기술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보조단 및 지

면 하단에 위치한 특별코너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행 교과서의 지면 구성 방식에 주목하여 교과서에 기

술된 공정무역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따로 추출하여 교과서 텍스트를 공정무역

의 목적을 중심으로 기술한 상위수준의 텍스트와 공정무역의 참여방법을 중심

7) 본 연구의 실험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해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6종의 교과서는 ㈜동아출

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사회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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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한 하위수준의 텍스트로 재구성하였다. 

실험자극물로 제시할 교과서 텍스트는 Liberman and Trope(1998)이 제안

한 ‘바람직성(desirability)’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차원을 중심에 두고 

재구성하였다. 상위 수준으로 처치된 교과서 텍스트는 행위의 바람직성을 강조

하여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중심으로 기술했으며, 하

위 수준으로 처치된 교과서 텍스트는 행위의 실행가능성을 강조하여 공정무역

에 대한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텍스트를 통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조절될 수 있도록 상위 수준으로 처치된 텍스

트에서는 공간적으로 먼 곳에 해당하는 파키스탄의 어린이가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삽입했으며, 하위 수준으로 처치된 교과서 텍스트에는 공

간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설치된 공정무역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

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을 삽입하였다. 한편, 처치된 교과서 텍스트의 분량의 

차이에서 오는 설득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본문 내용(상위수준: 311자, 하위수

준: 318자)과 이미지 크기(상・하위 수준 모두 80mm×520mm) 및 이미지에 

관한 캡션내용(상위수준: 38자, 하위수준: 42자)은 모두 비슷한 분량으로 통제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자극물로 사용할 해석수준 이론에 따른 교과서 텍스트의 구

성내용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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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위 수준 텍스트(목적 중심) 하위 수준 텍스트(방법 중심)

제목 왜 공정무역에 참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공정무역에 참여해야 하는가?

본

문 

내

용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면 우리의 

소비 행동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된

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생산

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돕고, 낙후된 지역 사회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공정무역은 아동의 노동착취나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제품의 제조

와 유통을 거부하는 무역방식이기도 

한다. 따라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

하는 일은 단순히 어려운 환경에 처

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행동이 아니라, 세계의 불평

등한 구조를 인식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과정

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정무역은 소비 행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정무

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을 구매

해야 한다.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

는 상점에 가면 커피, 초콜릿, 바나

나, 축구공 등의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만약 가까운 

곳에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상

점이 없다면,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된

다. 또한 적은 금액이라도 공정무역

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

하거나,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에 참

여하는 것도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미

지

및

캡

션
▲ 파키스탄의 어린이가 세계적인 스포

츠용품 기업의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

▲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설치된 공정무역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표 8> 해석수준 이론에 따른 교과서 텍스트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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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두 학급 내에서 설문지 A형과 B형 중 어느 한 유

형의 설문지 세트를 무선으로 할당받는다. 서로 다른 유형의 설문지를 학급 내

에서 무선으로 할당한 이유는 학급 간의 반응편향으로 인해 처치변인으로 제

시된 텍스트 구성수준에 따른 설득 효과가 간섭받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서이다. 설문지 A형과 B형은 처치변인으로 제시된 텍스트 구성내용을 제외하

고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 A형에는 실험자극물로 사

용할 공정무역의 목적을 중심으로 기술된 상위수준 텍스트를 수록했으며, B형

에는 공정무역의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된 하위수준 텍스트가 포함되어있다.

실험참가자들은 설문지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먼저 독립변수로 설정한 상

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에 답하고, 이어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

이 기대되는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한다. 이후 

실험참가자들은 각각 자신이 할당받은 설문지 유형에 따라 상위수준 텍스트와 

하위수준 텍스트에 노출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할당된 교과서 텍스트가 공정무

역의 목적과 방법 중에 어느 것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 답한 후, 마지막으로 설

문지 A형과 설문지 B형에 할당된 실험참가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독립변수인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응답한다. 

<그림 2>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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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및 실험 결과 분석

1. 실험대상자 선정 및 실험 기간

현행 교육과정에서 공정무역에 관한 체계적인 학습은 공통 교육과정에 해

당하는 중학교 사회교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교과서가 ‘사회1’과 ‘사회2’로 분리되어 출판되었으

며, 공정무역에 관한 내용은 ‘사회2’에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교육과정

에서는 ‘사회1’과 ‘사회2’를 학습하는 학년을 국가 단위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맡기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을 실험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정무역에 관한 사전 학습 정도가 학

교 교육과정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표집된 실험대상자

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참여

의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무역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세계지리교과를 통

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험

대상자를 임의로 표집할 경우, 세계지리의 학습 유무에 따라 학교 간에 공정무

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참여의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러한 점에 주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전 학습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간

의 집단편향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통

해 세계지리를 학습하지 않은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실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로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3개 고등학교 재학생 

689명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지 A형과 B형이 학급내에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무선 할당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에 걸쳐 이루어졌으

며, 실제로 수거한 설문지는 총 671부였다. 이중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



- 41 -

실하게 응답한 33명의 표집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28명의 설문지를 분석대

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들의 성별구성

은 남학생이 286명(45.5%)이고, 여학생은 342명(54.5%)에 달했다. 학교급별

로는 1학년이 205(32.6%)명, 2학년이 248(39.5%)명, 3학년이 175(27.9%)명

이었다. 

본 연구의 처치변인에 따른 분석대상자 수는 <표 9>와 같다.

구분
처치변인: 텍스트 구성수준

합계
상위수준 텍스트 하위수준 텍스트

A고교(1학년 7학급) 104명 101명 205명

B고교(2학년 8학급) 122명 126명 248명

C고교(3학년 6학급) 90명 85명 175명

합계 316명(50.3%) 312명(49.7%) 628명

<표 9> 처치변인에 따른 분석대상자 수

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1)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문항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분석 결과 KMO 값이 독립변수의 척도문항들은 

0.776, 매개변수의 척도문항들은 0.797, 종속변수의 척도문항들은 0.854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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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바트레트(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에서도 모든 변수들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와 요인분석 모형으

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척도문항들의 공통성(communality)이 0.5 

이상을 나타내어 요인분석에서 제외시키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변수명
구성

요소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로딩

총계 분산의 % 누적률(%) 총계 분산의 % 누적률(%)

독

립

변

수

1 3.140 62.799 62.799 3.140 62.799 62.799

2 .925 18.498 81.298 　 　 　

3 .373 7.462 88.760 　 　 　

4 .323 6.466 95.225 　 　 　

5 .239 4.775 100.000 　 　 　

매

개

변

수

1 3.873 77.452 77.452 3.873 77.452 77.452

2 .467 9.341 86.792 　 　 　

3 .331 6.628 93.420 　 　 　

4 .204 4.077 97.497 　 　 　

5 .125 2.503 100.000 　 　 　

종

속

변

수

1 3.741 74.827 74.827 3.741 74.827 74.827

2 .732 14.636 89.463 　 　 　

3 .249 4.983 94.446 　 　 　

4 .193 3.853 98.299 　 　 　

5 .085 1.701 100.000 　 　 　

추출 방법: 프린시펄 구성요소 분석

<표 10> 변수별 척도문항들의 설명된 총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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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변수별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한 결과 <표 10>과 같이 모든 변수들에서 요인 추출 기준으로 지

정한 고유값이 1 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이 하나씩만 추출되었다. 따라서 각 변

수별로 모든 척도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짐에 따라 별도의 요인명을 

지정할 필요 없이 변수명 자체를 그대로 분석도구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각 변

수별로 추출된 하나의 요인이 가진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독립변수인 상호의

존성의 인식수준은 62.799%, 매개변수인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77.455%, 종속변수인 공정무역의 참여의도는 74.827%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

내었다.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척도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여 변수별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신뢰도 분

석 결과 각 변수명에 따른 크론바흐 알파값은 <표 11>과 같이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0.851,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0.916, 공정무역 참여의도

가 0.92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0 이상이면 신뢰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문항들은 신뢰도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변수명 척도문항수 크론바흐 알파값

독립변수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 5문항 0.851

매개변수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 5문항 0.916

종속변수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5문항 0.926

<표 11>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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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에 따른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1은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을 통해 독립변수인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종속변수인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으며, 

가설 2는 3단계 매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독립변수인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

향 관계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갖는 매개 역할을 검정하였다. 가

설 3은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집단내 변인으로 설정하여 먼 집단(백

분위수 75% 미만)과 가까운 집단(백분위수 25% 초과)으로 구분하고, 텍스트 

구성수준과(공정무역 목적 중심 vs 공정무역 방법 중심)의 이원배치 분산분석

(Two-Way ANOVA)을 통해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분석방법은 <표 

12>와 같다.

연구 가설 연구 설계 개요 분석방법

가설 1
▪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 → 공정무역의 참

여의도
단순회귀분석

가설 2
▪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 → 공정무역에 대

한 심리적 거리 →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3단계 매개 회귀분석

가설 3

▪ 집단내 변인으로 측정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먼 집단 vs 가까운 집단) × 

텍스트 구성수준(상위수준 텍스트 vs 하위

수준 텍스트)에 따른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이원배치 분산분석

<표 12> 연구 가설에 따른 통계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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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분석

1)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참여의도에 응답하기 전에 

서로 다른 해석수준으로 처치된 교과서 텍스트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상이한 

텍스트 구성수준이 공정무역에 대한 참여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판단하여 먼저 두 텍스트 구성수준 간에 공정무역의 참여의도가 차이가 나

는지를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평균 표준 편차

t 값 p 값
상위수준 텍스트

(n=316)

하위수준 텍스트

(n=312)

상위수준 텍스트

(n=316)

하위수준 텍스트

(n=312)

4.5962 4.4994 1.14220 1.34657 .971 .332

<표 13> 텍스트 구성수준에 따른 집단 간 공정무역 참여의도 비교 

분석 결과, 텍스트 구성수준에 따른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의 차이는 t 값이 

0.971(p=.332)로 유의수준인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상위 수준 텍스트에 노출된 실험참여자들의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M=4.5962, SD=1.4220)와 하위 수준 텍스트에 노출된 실험참여자들의 공정

무역의 참여의도(M=4.4994, SD=1.34657)는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었고, 이

에 따라 텍스트 구성수준 자체가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하였다.

실험자극물로 제시된 상이한 교과서 텍스트에 의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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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분석 인원은 모두 628명으로 설문지 A형과 B형에 응답한 인원을 합

친 인원이다.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은 공정무역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21.132(p=.000)로 나타나 가

설 1을 채택하였다. 가설 1의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에서 454.234로 나타

났다. 그리고 회귀식의 결정계수(R2) 값은 .421로 종속변수인 공정무역의 참여

의도가 독립변수인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의해 42.1%만큼 설명되었

다. 이를 통해 세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글로

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

오차
β 값 t 값

유의

확률
통계량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

상수 .157 - 8.352 .000*** R=.649

R2=.421

조정된 R2=.420

F=454.234

p=.000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027 .649 21.313 .000***

<표 14> 가설 1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p<0.001

이러한 결과는 인식 대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와의 관련성이 높은 대상들

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Trope et al., 2007),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대상들은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배희경 외, 2012). 세계를 상호의존적인 체제로 인식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세계에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여 세계를 보다 가깝

게 지각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심적으로 표상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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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의도를 나타낸 것으

로 판단된다.

2)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과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사이에서 공

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갖는 매개 효과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과 공정무역의 참여

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3단계 매개 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하고(1단계), 

이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해야 한다(2단계).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을 검정하는 과정에서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의 2단계에 해당

하는 절차를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1단계 절차에 해당하는 상호의존성의 인식

수준이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한 후, 바로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과 매개변수인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함께 작용하여 종속변수인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설문지 A형과 B형에 응답한 인원을 모두 

합친 628명이며,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5>를 통해 요약하여 제

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

리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t값이 22.938으로, 유의확률은 .000으

로 나타나났다. 이를 통해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은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즉, 상호의존성에 대

한 학습자의 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행동을 

더 가깝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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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화된

β 값
t 값

유의

확률

조정된

R2 값

1단계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

.676 22.938 .000*** .457

2단계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649 21.313 .000*** .420

3단계

(독립변수)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249 7.333 .000***

.610

3단계

(매개변수)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592 17.462 .000***

<표 15> 가설 2에 관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 결과

***p<0.001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과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모두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한 결과,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과 공정무

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모두 종속변수인 공정무역의 참여의도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t=5.051, p=.000). 독립변수로 

설정한 각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표

준화된 β=.592)가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표준화된 β=.249)보다 공정무역의 

참여의도를 더 크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단계 매개 회귀분석에서는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도출한 독립변수의 회귀계

수(표준화된 β) 값이 3단계에서 도출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클 때 매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Baron and Kenny, 1986). <표 15>에서 제시하고 있

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한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β값이 

0.649로 3단계에서 도출한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β값인 0.249보다 크고, 상호의

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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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β=0.249, p<0.001). 따라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

이다.’라는 가설 2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의 각 경로별 회귀계수 값과 회귀모형

별 조정된 결정계수 값을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p<0.001

<그림 3>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의 경로별 회귀계수(표준화된 β) 값 

<그림 4> 회귀모형별 조정된 결정계수(Adj. R2)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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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깝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상호의존성과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사이의 회

계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상호

의존성의 인식수준과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석수준 이론의 매칭 효과(matching effect)로 

설명이 가능하다.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매칭 효과란 복수의 심리적 거리 간에 

멀고 가까움에 대한 지각이 일치할 때 보다 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

한다(정의준․유승호, 2015).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높고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학생들이 가장 높은 참여의도를 나타낸 이유는 인식 대

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참여행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문제의 참여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의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행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해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3)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텍스트 구성수준의 상호작

용효과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수준으로 구성한 교과서 텍스트와 공정무역

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종속변수인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상호작용효과를 미

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 먼저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

의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백분위수 75% 미만 집단, 

n=148)과 가까운 집단(백분위수 25% 초과 집단, n=123)으로 추출하여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추출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 중에

서 상위 해석수준 텍스트에 처치된 인원은 78명 이었으며, 하위 해석수준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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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 처치된 인원은 70명이었다. 그리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 중에서

는 상위 해석수준 텍스트에 62명, 하위 해석수준 텍스트에 61명이 처치되었

다. 최종적으로 이들 네 집단을 ‘2×2’로 요인설계를 하고, 이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
텍스트 구성수준 평균 표준 편차 N

가까운 집단

상위수준 텍스트 5.5355 .68690 62

하위수준 텍스트 6.1639 .64344 61

총계 5.8472 .73421 123(19.6%)

먼 집단

상위수준 텍스트 3.4846 1.21143 78

하위수준 텍스트 3.0171 1.13431 70

총계 3.2635 1.19478 148(23.7%)

총계

상위수준 텍스트 4.3929 1.43711 140

하위수준 텍스트 4.4824 1.83217 131

총계 4.4362 1.63753 271

<표 16>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텍스트 구성수준에 따른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분석 결과,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나(F값=473.633, p=.000), 텍스트 구성수준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F값=.452, p=.501). 한편,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텍스트 

구성수준과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값

=473.633, p=.000). 따라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먼 집단 vs 가까운 

집단)와 텍스트 구성수준(상위 수준 vs 하위 수준)은 공정무역 참여의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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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효과를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을 채택하였다. 즉, 공정무역에 대한 심

리적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행위의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한 하

위 수준 텍스트에서 보다 큰 설득효과가 나타났고,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는 

집단들에는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기술한 상위 수준의 텍스트가 보다 많은 

참여의도를 이끌었다.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값

유의

확률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A) 453.065 1 453.065 473.633 .000***

텍스트 구성수준(B) .435 1 .435 .454 .501

A × B 20.142 1 20.142 21.057 .000***

합계 6057.160 271

수정 합계 725.006 270

<표 17> 가설 3에 관한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0.001

이러한 결과는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메시지 구성수준에 따른 설득 효

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

를 멀게 느낄수록 행위의 목적을 강조한 상위수준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경향

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낄 때에는 행위의 방법을 중

심으로 기술한 하위수준의 메시지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10). 공정무역을 가깝게 느낀 학

생들은 참여행위의 실행가능성에 주목하여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된 하위수준의 

텍스트에 더 크게 반응한 반면, 공정무역을 멀게 느낀 학생들은 참여행위의 바

람직성에 주목하여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위수준의 텍스트로부터 더 큰 설

득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메시지 구성수준에 

따른 설득 효과는 교과서의 텍스트 맥락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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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텍스트 구성수준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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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과 내용 요소가 범

세계적인 교육정책으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유용

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리는 세계시민교

육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지닌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지리교육계에서 수행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이 선언적인 

수준에서의 제안에 머물러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

리교육에서 강조하는 개념과 내용 요소가 세계시민교육에서 요구하는 행동으

로 연결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상호의존성이 지리교육과 세계

시민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 체계임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시민성 개념에 내포된 공간적인 요소들을 조명하여 장소를 관계적

으로 사고하는 것이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인식

의 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실험은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거리감 

효과에 주목하여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갖는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설계하였

다. 또한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텍스트 구성수준에 따른 설득 효과가 교과

서의 텍스트 맥락에서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공정무역의 목적과 방법

을 중심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한 교과서 텍스트를 실험자극물로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참여행동으로 제시한 공정무역의 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호의존성

의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글로벌 문제들을 자신과의 관련성 속에서 표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보다 높은 참여의도를 보였다. 그리고 공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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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의존성의 인식수

준이 비슷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참여행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낄수록 

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텍스트의 구성수준은 

공정무역의 참여의도에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공정무역을 멀게 느낀 학생들은 

행위의 바람직성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한 상위 해석수준의 

텍스트를 접했을 때 보다 높은 참여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공정무역을 가깝게 

지각한 학생들은 행위의 실행가능성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

한 하위 해석수준의 텍스트를 접했을 때 보다 높은 참여의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상호의존성은 글로벌 사회의 실재에 대한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뿐

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행동까지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체

계이다. 이러한 발견은 지리가 세계시민교육에 적합한 교과라는 정당성을 확보

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상호의존성은 공간

적인 요소를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한 개념이다(Pike and Selby, 2010). 

따라서 지리가 공간과 장소를 재현하는 방식은 글로벌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학습자들을 참여

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행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해야 한다.  태도가 행

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실행하는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

된다.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경험을 통해 쉽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

에 개인 스스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은 경험을 통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변혁적인 과

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로컬과 글로벌에 이르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여행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메시지 구성수준에 따른 설득 효과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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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텍스트 맥락에서도 유효하다. 학생들은 동일한 텍스트를 접하면서도 학습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설득된다. 또한 교과서의 

텍스트 구성 방식은 역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주어 학습대상과 

관련된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의 목적과 방

법을 중심으로 구성한 텍스트를 실험자극물로 활용했지만, 앞으로 ‘구체 대 추

상’, ‘맥락적 대 탈맥락적’, ‘특수 대 일반’ 등의 다양한 텍스트 구성을 통해 보

다 많은 차원에서 설득 변수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수준이 참여행

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매개로 글로벌 문제에 관한 참여의도로 이어지는 과

정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여 지리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개념과 내용 요소가 세계

시민교육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다. 그동안 지리교육계에서 논의되던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중심에 두고 세

계를 가르치자’라는 당위적인 차원에서의 제안들은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함

양하는 데 실제적으로도 유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험연구가 갖는 몇 가지 한

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것은 참여의도이지 참여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현실의 복잡성과 우발성을 감안 할 때, 실

제의 참여는 실험 상황보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공정무역이라는 특정한 행

태의 참여행동만을 제시하였다. 공정무역은 글로벌 수준에서의 구조적인 문제

와 로컬 수준에서의 실천 방법들을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리를 통한 세

계시민교육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학습 소재이다(최정숙․조철기, 

2009). 그러나 학교에서 공정무역을 다루는 방식은 세계의 불공정한 구조를 인

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와 실천을 도모하는 세계시민을 길러내기 보다

는 윤리적인 선을 구매하는 데 만족하는 감성적인 소비자를 길러내고 있는 비

판도 만만치 않다(박선미, 2013). 이에 본 연구의 실험참여자들 중의 일부는 상

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감성적으

로 공정무역에 대한 높은 참여의도를 나타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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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연구자는 글로벌 교육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이 지리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지리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시민교

육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여전히 많은 

지리교육자와 지리교사들은 같은 사회과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사회나 윤리로

부터 교과의 정체성을 차별하기 위해 지리가 시민교육에 전념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조철기, 2005). 더욱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지리의 영역이 점

점 축소되어 가는 현실 앞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새로운 학습 내용을 도입

하자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가르쳐오던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

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리교육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내용 

요소를 배제하고 새로운 것들을 포섭을 필요는 없다. 관건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하는 것이지, ‘무엇을 재현하는가?’가 아니다. 지리가 세계시민교

육에 적합한 교과라고 ‘세계시민’이라는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새로운 내

용 요소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중심으

로 지리교과서의 내용 구성 차원에서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

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고려할 때 지리교과서의 내용 구성 차원에

서 글로벌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실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높을 수 있는 내용 조직 방식에서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참여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장소 기술 전략이다. 

현행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지리 영역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발생하는 지리

현상들이 별개의 대단원에 파편적으로 분산되어 학생들이 상호의존적인 체제

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사회교과서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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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일반사회 영역과 동일하게 대단원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사회1’과 ‘사회2’를 합쳐 지리

와 일반사회가 각각 14개씩 대단원을 양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할해야 할 

대단원 수가 많다 보니 상위의 주제를 중심으로 개념과 원리를 포섭하여 통합

적인 대단원을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 다루어지던 개

념들이 거의 그대로 대단원의 중심 주제로 활용하였다.8) 일종의 ‘공유지의 비

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쪽보다는 이쪽에서만 비극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자원 문제는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환경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요구한다. 인간은 기후나 지형 등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거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고, 이러한 문화는 이동에 의해 세계 각지로 전

파된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는 자원과 환경과 글로벌 문제가 서로 다른 대단원

을 통해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후를 주제로 구성된 단원에서 다

룬 기후에 적응한 생활 양식들이 문화 단원에서 그대로 중복되고 있으며, 인구

를 주제로 구성된 단원에서는 문화 단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인구 이동이 

유발하는 글로벌 사회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 

방식으로는 장소 간의 상호의존성, 장소와 인간의 상호의존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다. 

지리는 상호의존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가는 글로벌 사회의 실재를 사회

과의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결’과 ‘통합’의 학문

이다. 일반사회 영역과 대단원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스스로 ‘분절’을 지

8)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은 지역적인 접근 방법과 계통적인 접

근 방법을 통합하여 주제를 중심으로 대원별로 학습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주제 중심의 

내용 조직 방법은 해당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개념과 원리가 잘 적용될 수 있는 지역

을 선택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지역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비롯되었다(박선미, 2010). 그러나 주제 중심의 내용 조직 방법은 

단원을 조직하는 중심 주제가 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 다루어지는 개념과 별 차이가 

없을 경우, 단원 간의 학습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계통적인 접근 방법이 

지닌 단점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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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기보다는 성취기준 수를 맞춘 범위 내에서 지리교육의 장점을 살릴 수 있

는 대단원 구성이 요구된다. 이에 연구자는 중학교 사회의 지리 영역에 분절적

으로 흩어져 있는 대단원들을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중심에 두고 연계성이 높

은 것끼리 하나로 묶어 보다 넓은 맥락에서 연결과 통합을 지향하기를 제안한

다. 지리교과서에 재현된 세계의 모습은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

여준다(Taylor, 2005). 따라서 지리교과서는 학생들의 시민성의 성격을 규정

하고 발달시키는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리교과서의 대단원 조직 방법의 변화가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제안할 장소 기술 전략은 참여행동

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력으

로 장소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곳은 이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식의 고정적이고 원형적인 장소의 이미지를 강조해서는 “교과서의 

아이디어할 세계(ideal world)에서 보는 그림과 일상의 현실 세계(real world)

에서는 보는 그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류재명, 2002)”는 오래된 비판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으며, 장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

기도 힘들다.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사회변화의 주체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곳은 이렇다’는 식의 규범적인 장소 개념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흔히 지리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리교과서는 과정으로서의 상호작용은 생략한 채 주로 상호작용의 공간적인 

결과만을 다루고 있다. 주체로서의 인간이 생략된 장소 기술은 학습자들로 하

여금 그들이 사는 세계를 방관자의 입장에서 구경거리로 바라보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감정과 의식을 지닌 주체로서의 인간이 드러난 역동적인 

장소 스토리를 개발하여 지리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

의 행위가 드러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장소 스토리는 방관자를 참여자로 바

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존재

이다. 따라서 장소를 변화시켜 가는 인간의 모습을 마주할 때 학생들은 보다 

좋은 장소의 구성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상은 참여행동에 대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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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리감을 가깝게 하여 현실을 바꾸는 실천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은 현실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즉각적인 역할을 요구받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 추구되는 일종의 생애 사업

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은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는 학습자의 생애 전반에 걸

쳐 나타나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 연구자는 지리교육을 통해 학

생들이 국가와 지역의 경계 안에 갇힌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상호의존성의 깊이와 수준이 더욱 심화될 미래에서

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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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척도문항: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점수에 √표를 해주세요.

1.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의 내 행동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세계의 불평등과 문제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세계를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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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척도문항: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

▣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시장에서 책정되는 가격보다 

높게 지불하고 구매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개발도상국가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윤리적인 소비 운동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공정무역에 대한 자

신의 느낌과 일치하는 점수에 √표를 해주세요.

1.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느껴진다.

2.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은 나와 관련 있는 일이라고 느껴진다.  

3.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진다.

4. 나는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친숙하게 느껴진다.

5. 나는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가깝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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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척도문항: 공정무역의 참여의도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점수에 √표를 해주세요.

1. 나는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2. 나는 부모님께 공정무역 제품을 사시라고 권할 것이다.  

3.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 

4. 나는 공정무역 제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5. 나는 공정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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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험자극물: 상위 해석수준 텍스트

▣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 공정무역에 참여해야 하는가?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면 우리의 소비 행동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공정무역

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돕고, 낙후된 지역 사회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공정무역은 아동의 노동착취나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거부하

는 무역방식이기도 한다. 따라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일은 단순히 어려운 환

경에 처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행동이 아니라, 세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인식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다. 

◀ 파키스탄의 어린이가 세계적인 스

포츠용품 기업의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 

1. 위 글의 밑줄 친 부분에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그대로 채워 넣으세요.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면 우리의 소비 행동이 큰 □□를 지니게 된다.    

2. 위 글의 내용은 공정무역의 목적과 공정무역의 참여 방법 중 어느 것에 더 가

까운지 √표를 해주세요.

공정무역의 목적 □,     공정무역의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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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실험자극물: 하위 해석수준 텍스트

▣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떻게 공정무역에 참여해야 하는가? 

  공정무역은 소비 행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

적인 방법이다. 공정무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제

품을 구매해야 한다.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가면 커피, 초콜릿, 바나나, 

축구공 등의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만약 가까운 곳에 공정무역 제

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없다면,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적은 금액이라도 공정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거나, 공

정무역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설치된 공정

무역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둘

러보고 있다.

1. 위 글의 밑줄 친 부분에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그대로 채워 넣으세요.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면 우리의 소비 행동이 큰 □□를 지니게 된다.    

2. 위 글의 내용은 공정무역의 목적과 공정무역의 참여 방법 중 어느 것에 더 가

까운지 √표를 해주세요.

공정무역의 목적 □,     공정무역의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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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erception Level of Interdependence on 

Participating Intention of Global Issue

- Focusing on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distance to fair trade -

Gyudeok Hwa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included in education agenda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dopted by the U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being asked to educate their students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in their school curricula. In response to this demand,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proving that the concepts and 

content elements of geography education can be very useful tools to 

realize task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an experiment, 

this study verified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tention of global issues 

varying pursuant to perception level of interdependence as a core 

concept shared in geography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n the basis of experiment result, it suggested actual strategies to 

cultivate global citizenship of students in connection with content 

organization and text description method in geography textbook.    

Paying attention to psychological distance presented in the Constr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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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Theory, the experiment was designed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distance to fair trade (mediator 

variable)' in the effect relationships of 'perception level of 

interdependence (independent variable)' on 'participating intention of fair 

trade (dependent variable)'.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 first replied 

to questions measuring the perception level of interdependence, and 

then replied to questions measuring the psychological distance to fair 

trade. Finally, they answered questions about the participating intention 

of fair trade after they were exposed to texts of a textbook composed 

of different construal levels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method of 

fair trade according to questionnaire patterns allotted to them. 

This study obtained following results through the experiment: first, the 

higher perception level of interdependence students had, the higher 

their participating intention to fair trade was. Understanding of 

interdependence makes problems arising from global level represent in 

relevancy with the learners so that it causes students to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s. Interdependence is 

an important conceptual framework not only to understand reality of 

global society from the cognitive aspect, but also to forecast behavior 

required for a global citizen. Considering interdependence is a concept 

of systematic understanding through spatial elements, such a discovery 

draws a useful implication to secure justification that geography is a 

suitable subject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cond, it appeared that psychological distance to fair trade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perception level of interdependence and 

participating intention of fair trade. Participating intention of fair trade 

differed from the degree of feeling fair trade distant or close between 

students of similar perception level of interdependence. Therefor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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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o have a description strategy of textbooks to approximate 

psychological distance to participating behavior in order to make 

students participate in transformative process creating more righteous 

and sustainable world through geography education. 

Third, the persuasion effect pursuant to message composition 

proposed in the Construal Level Theory is valid in the text context of 

a textbook. Psychological distance to fair trade and composition level of 

text revealed interaction effect on participating intention to fair trade. 

Students who perceived fair trade as close to themselves showed 

higher participating intention when they contacted low-level construal 

text mainly composed of fair trade methods, but students who 

perceived fair trade as distant to themselves showed higher 

participating intention when they were exposed to high-level construal 

text mainly composed of fair trade purpose. 

Considering the test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have an 

approach from two large directions in order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of students from the aspect of geography textbook composition. One is 

the change in content organization method to raise perception level of 

interdependence, and the other is the place description strategy that 

approximates psychological distance to participating behavior. In order 

to raise perception level of interdependenc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discrete elements divided into specific thematic units into a 

broader context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interdependence. 

Introducing place stories that reveal human beings as subjects that 

change places actively in geography textbooks can be an effective way 

to bring students closer to the psychological distance to participa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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