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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 시민성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이다. 지리교육에서는 글로벌 타자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

들기 위해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자신과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학자들

은 공감적 관점채택을 제시하고 있다. 공감적 관점채택은 자신을 특정 대

상에 투영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많은 연구들에서 편견을 감소시키거나 집단 관계를 증진시키

는 전략으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학

생들의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외국

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감소를 중심으로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 함

양을 위한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글로벌 시민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타자를 공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례로 초등학생들이 글로벌 타자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때 같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

라도 그들이 가지는 국적, 즉 문화적 배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학생들에게 중국, 베트남, 미국, 유럽의 서로 다른 국적

의 외국인 근로자를 제시하고, 이들의 속성을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 근로자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인 근로자

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2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연구 1에서 살펴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을 4개 집단(2(외국인 근로자, 중국인 근로자) × 2(공감적 관점채



- ii -

택, 객관적 상상)으로 나누고, 외국인(혹은 중국인)의 하루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외국인

(중국인) 근로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그들을 둘러싼 문제들

을 판단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상상하

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외국인 근로자로

전이되고, 자신과 타인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공감이 유발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구 3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 뿐 아니라 지

리수업에서 글로벌 시민성을 가르치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보았다. 이에 공감적 관점채택이 동기적인 측면 즉, 학습과 공간적

관점채택의 동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신이

중국인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하루를 상상한 공감적 관점채택 집

단에서 중국에 대한 학습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별한 지시가 없

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이 두 건물의 공간관계를 설명

하는 데 있어 자발적으로 타인의 시공간적 관점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

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을 학습을 위한 동기 유발 자료나 다른 시각으

로 다문화적 장소를 탐색하는 활동을 전개하는데 공감적 관점채택을 활

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은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성을 함

양시키기 위한 수업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주요어 : 조망수용, 관점채택, 공감, 편견, 외국인 근로자, 글로벌 시민성

학 번 : 2011-30437



- iii -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 가설 ···················································································· 7

3. 연구 방법 ···················································································· 8

4. 논문의 구성 ·············································································· 11

Ⅱ. 이론적 배경 ································································ 13

1. 지리교육과 글로벌 시민성 ···················································· 13

1)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 ······························· 13

2) 글로벌 시민성과 편견 ························································· 23

3) 어린이들의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 ····························· 32

2.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전략: 공감적 관점채택 ····· 38

1) 공감적 관점채택을 통한 글로벌 시민성 함양 ················· 38

2) 공감적 관점채택의 메커니즘 ··············································· 44

3. 공감적 관점채택과 지리교육 ················································ 48

1) 공감과 공감적 관점채택의 교육적 적용 ························· 48

2) 공감적 관점채택과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 ··················· 51

3) 공감적 관점채택과 공간적 관점채택: 타인의 시선으로 공간

보기 ·························································································· 57

Ⅲ. 연구 1: 초등학생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 62

1. 연구 방법 ·················································································· 62

2. 결과 ···························································································· 65

3. 논의 ···························································································· 70



- iv -

Ⅳ. 연구 2: 공감적 관점채택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 75

1. 연구 방법 ················································································· 75

2. 결과 ···························································································· 84

3. 논의 ···························································································· 94

Ⅴ. 연구 3: 공감적 관점채택과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수업 ······················································································ 100

1. 연구 방법 ··············································································· 100

2. 결과 ·························································································· 105

3. 논의 ·························································································· 108

Ⅵ. 논의: 지리수업에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공감적

관점채택의 적용 방안 ················································· 113

1. 공감적 관점채택의 적용을 위한 단원 내용 구성: 글로벌

타자를 사례로 ··········································································· 113

2. 공감적 관점채택 적용을 위한 차시 구성 ····················· 121

3.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한 지리수업의 예 ······················ 126

Ⅶ. 결론 ············································································ 132

1. 요약 및 결론 ······································································· 132

2. 제언 ·························································································· 136

참고문헌 ··········································································· 140

부록 ···················································································· 167

Abstract ··········································································· 180



- v -

표 목 차

[표Ⅱ-1] 지리교육과 시민성이 공유하는 가치, 개념, 기능 16

[표Ⅱ-2]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 글로벌 시민성 내용 19

[표Ⅲ-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 66

[표Ⅲ-2]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 67

[표Ⅲ-3]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속성별 평가 ···························· 68

[표Ⅲ-4] 학년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 70

[표Ⅳ-1]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상상 과제 지시문 ······························· 83

[표Ⅳ-2] 공감적 관점채택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 및 다문화 수용성

에 미치는 효과 ·················································································· 85

[표Ⅳ-3] 집단별 상상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 88

[표Ⅳ-4] 공감적 관점채택 유무에 따른 상상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차이 89

[표Ⅳ-5] 상상된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 유형 ·········································· 90

[표Ⅳ-6] 집단별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내용 ········································· 92

[표Ⅴ-1] ‘중국인 근로자의 하루’ 상상 과제 지시문 ····························· 104

[표Ⅴ-2] 공감적 관점채택에 따른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 105

[표Ⅴ-3] 공감적 관점채택과 학습 동기 ····················································106

[표Ⅴ-4] 공감적 관점채택 조건에 따른 자발적 공간적 관점채택 ···· 106

[표Ⅵ-1] 7～11세 수준 글로벌 시민성 교육 내용 ································ 114

[표Ⅵ-2] 글로벌 타자 이해를 위한 글로벌 시민성 단원의 내용 요소 116

[표Ⅵ-3] 2015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 내 장소감 관련 내용 요소 ···· 119

[표Ⅵ-4] 글로벌 타자 이해를 위한 글로벌 시민성 단원의 차시 구성 122

[표Ⅵ-5] 차시별 공감적 관점채택 적용 방안 ········································ 122

[표Ⅵ-6]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한 글로벌 시민성 단원의 교수․학습

과정안 ································································································ 127



- vi -

그 림 목 차

[그림Ⅱ-1] 역할 수용이 관계를 증진시키는 잠재적 경로 46

[그림Ⅱ-2]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인한 동일시가 평가에 미치는 과정 47

[그림Ⅳ-1] 외국인 근로자 상상집단의 응답 내용별 외국인 근로자 평가 93

[그림Ⅴ-1] 공감적 관점채택 조건에 따른 자발적 공간적 관점채택 107



- 1 -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국내 해외 이주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수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

히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

랜 기간 동안 인종적인 동질성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문

화적인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인식하고 있다(Ha and Jang, 2015). 그리고

이로 인해 그들의 피부색과 국적으로 인한 차별을 드러내고 있다.

편견의 형태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Alba et al., 2005). 그렇다

면 이러한 문제를 지리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왜 지리교육

에서 차별과 편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는 지리교육이 글로벌

시민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김갑철, 2016a; 심광택, 2012;

조철기, 2012; Lambert and Machon, 2001; Reid and Scott, 2005;

Standish, 2008)과 관련이 있다. 지리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공간의 다양

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나은 공간을 만드는데 이바지하

는 개인을 기르는 것이다(류재명, 2002). 이러한 지리교육의 목표는 지리

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시민성 교육과

상통한다(조철기, 2005). 또한 지리수업에서 학생들은 세계 속에서 자신

이 살고 있는 장소를 탐구하고, 지구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학습

하는데, 이러한 학습 내용은 학생들을 글로벌 시민으로 이끄는데 유용하

게 작용한다(조철기, 2012). 즉, 지리는 글로벌 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중

추적인 교과이며,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교과의 성격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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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회과에서의 글로벌 시민 교

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편견은 글로벌 시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

소이므로 글로벌 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지리교육이 이러한 편견을 줄이

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지리교육에서 시민성은 비판적 세계 시민성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김갑철, 2016b; 김민성, 2013; 한희경, 2011), 이러한 논의는 타자

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Morgan(2002)은 비판

적 지리교육이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적 과정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찾아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등의 시각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

이 겪는 사회적 불이익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지

리교육에서의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

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한희경, 2011). 이는 국가의 경계와 주권을

강조하는 것보다 모두가 공유하는 거주지로써 난민, 이민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김성호, 2009). 이는 조철기(2005)가 언급한 ‘배

제의 지리’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한 공간에서 누가 포섭되고 누가 소외

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지리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한

다. 따라서 학교지리는 민족주의를 초월한 시민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참

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이민자와 같은 외부인의 형성에

대한 것으로 지리교육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누가 제외되는지

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Reid and Scott, 2005).

이와 같이 지리교육에서의 글로벌 시민성 교육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

고 있지만, 국가나 민족적 정체성에 의해 소외받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리는 인종 및 국가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편견을 극복하고, 사람이 근본이 되는 마음을 가지

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을 탐구하는 데 효과적이다(조철기·권정화, 2005). 다문화 교육은 범교과

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리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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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맥락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공감

이 필요하다(Boyd et al., 2008). 학교지리에서 글로벌 타자를 공정하게

다룬다면, 학생들은 이들에 대한 왜곡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공정을 가져

다 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김갑철, 2016a) Morgan and

Lambert(2001)는 학교지리에서 학생들이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

고, 인종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

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

종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와 같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뿐 아니라 이민자를 포함

한 모두를 위한 사회적 정의를 지지하는 태도는 적극적인 시민성의 중요

한 구성요소이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출생 국가

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긍정적인 발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Barber

et al., 2013).

그러나 이와 같이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교육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

이디어는 부족한 편이다(김민성, 2013). 물론 다문화교육 차원에서 편견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개

발된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보

급 되었더라도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또한 프로그램

의 대부분이 여러 회 차로 이루어져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거나(예: 강선경·김현진, 2011; 장인실·정경미, 2009), 타국과의 문화 교

류 등 일선 학교에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므로 이와 같은 유형의 편견 감소 프로그램은 시수 부족, 업무량 증가 등

의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이혜영·

설규주, 2011; 홍선주·김민정, 2011). 따라서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하여 타

자에 대한 편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쉽게 접

근 및 적용이 가능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리교육에서 학생들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민자들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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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게 하면서 현장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은 무엇일까? 편견과 관련된 이전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공감을 편견 해소의 방법으로 제시

하고 있다(추병완, 2011; 김혜숙, 1999). 공감은 지리교육의 가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Machon and Walkington, 2000; Lambert and

Machon, 2001)이자 글로벌 시민성의 주요 요소이다. 글로벌 시민의 정체

성은 집단 간 공감, 사회 정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행동에 대

한 책임감과 연관되어 있다(Reysen et al., 2013). 따라서 공감 능력을 키

워주는 전략은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

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공감적 관점채택(empathic perspective-taking)

을 제시한다(Batson, 1991, Batson et al., 1997). 공감적 관점채택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심리적 관점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인지적 기술이다(Batson, 1991; Davis, 1980; Hoffman, 1982).

즉,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상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공간을 상상하는 과정을 말한다(Galinsky

et al., 2005). 지금까지 공감적 관점채택을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

회적 편견의 대상인 노인(Galinsky and Moskowitz, 2000), 흑인(Todd et

al., 2012), 아시아인(Shih et al., 2009), 다문화 가정의 아이(김은향,

2012) 등을 공감적 관점채택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집단 구성원의 관

점에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해

당 집단의 다른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고(Shih et al.,

2009),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Batson et

al., 1997; Dovidio et al., 2004; Galinsky and Ku, 2004; Vescio et al,,

2003; Vorauer and Sasaki, 2009). 따라서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관점에서

한 공간에서 배제되는 사람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의 대상을 다른 인종, 이민자 혹은 외국

인 근로자로 설정할 수 있다. 공감적 관점채택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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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전환을 일으켜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내면적, 외면적으로 빠르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적용 방법도 간단하여 수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타자(예: 외국인 근로자)의 관점을 취하도록 한다면, 그들에 대한 학생들

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글로벌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지리교육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

족한 편이다(박선미, 2015). Pfeifer et al.(2007)이 이민자에 대한 어린이

들의 편견을 연구한 내용을 보면, 같은 이민자라 하더라도 이민자의 국

적, 민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내

에서 어린이들의 외집단 편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종에 대한 것이었고

(예: 노경란·방희정, 2009, 2010), 이민자 및 이민자의 문화적 배경, 즉 국

적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타자의 예로 외국인 근로자를 선

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로 학생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적의 근로자의 관

점을 채택하도록 하여 해당 외집단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한편, 이전 연구에 따르면 공감적 관점채택은 관점을 채택한 해당 외

집단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동기를

유발한다. 다른 문화권의 민족에 대한 편견이 낮을수록 그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Lin et al., 2005), 공감적

관점채택이 감소시킨 편견과 유발된 동기들은 학습 동기로 이어질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특정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감적 관점채택을 하

면 그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알고 싶어 하는 학습 동기가 유발

될 가능성이 있다. Gehlbach et al.(2008)은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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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질문을 생성하고, 학생들은 그 질문에 답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지식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이민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의 인

종적, 문화적, 역사적 특징을 통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Stephan, 2012). 따라서 동기가 수반된 학습은 세계에 대한 지

식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외집단을 이해하는 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할 것이다.

또한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같은 장소라고 하

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Gold et al., 1993). Mitchell and Elwood(2012)는 지리교육에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같은 장소를 흑인, 중국인, 필리

핀인 등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그의 시선을 상상하여 공간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

점채택(spatial perspective-taking)(Kessler and Wang, 2012)이 수반되

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공간을 이해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공감적 관점채택과 공간적 관점채택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Brunyé

et al., 2012; Mohr et al., 2010; Shelton et al., 2012),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공간을 바라보려는

경향성이 있다(Todd and Galinsky, 2012). 즉, 공감적 관점채택의 활동으

로 향상된 글로벌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각으

로 공간을 바라보는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활동에 자발성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

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외집단에 대한 관점채택은 편견의 대상인

타자에 대한 공감을 높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시

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리 학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감적 관점채택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에서 이

민자나 다문화 가정의 아동, 혹은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이를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



- 7 -

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 채택이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그들의 시각으로 공간을 바라보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 알고

자 하는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외

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학생들의 편견 정도를 알아보고 둘째, 공감적 관점

채택이 이러한 편견을 얼마나 완화시켜주는지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이 학습이나 공간적 관점채택의 동기를

유발하여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수업에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공감적 관점채택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앞 절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운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초등학생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편견을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2) 외국인 근로자에 공감적 관점채택을 하면, 공감적 관점채택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3) 공감적 관점채택은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위한 수업에서

동기유발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3-1) 공감적 관점채택은 관점채택 대상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것이다.

3-2) 공감적 관점채택은 자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을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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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3가지 연구

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5, 6

학년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글로벌 타자에 대해 초등학

교 고학년들이 저학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대개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집단을 동질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

러지며(Aboud and Amato, 2008), 구정화(2015)의 종단 추적 연구에서도

5학년에서 6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 학생들에게 글로벌 타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학년이 될수록 심화되는

편견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현재 초등 사회과에서 글로벌 시민

성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5-6학년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 6학년을 대상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된 학습 내용과 공감적 관점채택을 연계시켜 활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

적 관점채택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Selman(1980)의 관점채택(조망수용) 이론에 따르면 만 10세 이

상이 되어야 상호적 관점채택(조망수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타인의 관점을 인지하기는 하나 상호적, 동시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이 되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모두 바라볼

수 있고, 제 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외국인 근로

자를 상상하는 것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5, 6학년이 본 연구

를 수행하고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세 가지 연구 중 첫 번째인 연구 1에서는

초등학생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인식하는데 있어 그들이 가진 국적이라는 배경이 영향을 끼치



- 9 -

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국적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평가하

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중국, 베트

남, 미국, 유럽이며 이는 2016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외국인고용조사>에

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국적 순으로 선정한 것

이다.1) 그리고 다양한 명시적 평가 방법 중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외

집단 태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형용사를 이용한

속성 평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예: Bennett et al., 1988; Doyle and

Aboud, 1995; Reizábal et al., 2004). 이 때, 11세 이상의 어린이는 부정

적인 형용사에는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Bigler et

al., 2001; Rutland et al., 2007, Munniksma et al., 2015) Bennett et

al.(1998)의 연구에서 어린이 편견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12개의 단어 중

6개의 긍정적인 형용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형용사가 외국인 근로

자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

생들의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각 국가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도출하였다.

1)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

국인의 국적은 중국(534천명), 베트남(73천명), 북미(49천명), 유럽(24천명) 등이

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경우 각각 37천명, 33천명, 36천명

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필리핀은 이미 제시된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하고, 우즈베키스탄은 학생들이 흔하게 접하지 않

는 국가이므로 이미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평가에서 제외하였

다. 북미의 경우 통계청 결과에 미국, 캐나다를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학생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는 미국으로 지칭하였다. 유럽의 경우, 유럽 연

합을 조직하여 경제,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나, 나라별로 성격

이 다르기 때문에 한 집단으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

만을 제시하기에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 구체적인 국가를 제시하는 것보다 유

럽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대륙별로 골고루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백인으로 대표되지만 미국과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유럽인 근로자의 이미지가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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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 1에

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적의 근로자와 국적을 제시하지 않은 외국

인 근로자의 관점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를 떠올렸을 때와 구체적인 국가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떠올렸

을 때의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공감적 관점채택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하루를 상상해보는 방법(Galinsky

and Moskowitz, 2000; Todd et al., 2011)을 사용하였다. 즉, 학생들에게

특정인(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때 관점채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이전의 연구들(Batson et al.,

1997; Galinsky et al., 2008; Todd et al., 2011; Vescio et al., 2003)에서

사용된 방법에 따라 학생들을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과 객관적 상상 집단

으로 나누였다.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은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라고 생각

하고 그들의 하루를 상상하도록 하였고, 객관적 상상 집단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하루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학생들

은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와 관련된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

서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하였다. 상상 과제가 완료된 뒤, 학생들

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알아보기 위한 세 가지 유형의 설문

을 배부하였다. 첫 번째 설문지는 연구 1에서 사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속

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설문지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이슈를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시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는

동의의 정도를 통해 편견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Saucier and Miller(2003)

가 개발한 RAS(Racial Argument Scale)의 방식을 따랐다. 마지막 설문

지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것으로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에서 사용된 다문화 수용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설

문지의 결과는 상관 분석과 독립표본 t-test, 분산분석, 교차분석, 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상 과제에서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하

루를 상상한 내용도 비슷한 성격에 따라 범주화시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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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에서는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수업에서 공감적 관점채

택의 동기 유발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공감적 관점채택이 자발

적인 공간적 관점채택과 관점을 채택한 대상자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

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 2와 동일한 방법으로 특정 국가의 외

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상 과제를 부여하고, 연구 1과 2에서 사용된 외국

인 근로자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어서 상상의

대상이 된 근로자의 출신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위치, 언어, 인구

등)를 담은 3줄 가량의 짧은 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

주어진 정보 외에 더 알고 싶은지를 묻는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

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공간적 관점채택 과제를 부여하였다. 과제는 Todd

et al.(2012)이 다문화주의와 공간적 관점 채택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학생들은 연구자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

고, 한 물체를 중심으로 다른 물체의 위치(오른쪽, 왼쪽, 위쪽, 옆쪽 등)

에 대해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상관 분석과 독립표본

t-test, 분산분석, 교차분석,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는 Galinsky and Moskowitz(2000), Shih

et al.(200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자세한 목적을 알리지 않고, 세

계 시민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다 광범위한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공감적 관점채택에 의한 효과에 관한 것을 언급할 경우 후

속되는 설문지의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실험이 끝

난 뒤 감사의 말과 함께 구체적인 실험의 목적을 알려주고, 결과에 활용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1장에서는 지리교육에서 글로

벌 시민성 함양을 위해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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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바

탕으로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 및 글로벌 시민성을

저해하는 편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글로벌 타자인 이

민자에 대한 편견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

을 위한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공

감적 관점채택을 글로벌 시민성 관련 수업에 적용했을 때 편견 감소 이

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들, 즉 관점채택 대상에 대한 공감적 관심 증가

및 자발적 공간적 관점채택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세 가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3장의

연구 1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을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로 분석하였다. 4장의 연구 2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이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보

았다. 5장의 연구 3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다

른 문화에 대한 학습 동기 및 자발적 공간적 관점채택을 일으키는 공감

적 관점채택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6장에서는 실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에서의 글로벌 시민

성 함양을 위해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

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공감적 관점채택의

지리교육적 활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 13 -

Ⅱ. 이론적 배경

1. 지리교육과 글로벌 시민성

1)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

지리교육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학습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이 시민성 교육, 나아가 글

로벌 시민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심광택,

2012; 조철기, 2012; Lambert and Machon, 2001; Reid and Scott, 2005;

Standish, 2008). 조철기(2005)는 사회적 행위와 실천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공간 이론에 근거하여 지리교과의 내용은 시민성의 공간에서부터

조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리교과는 변화하는 지리적 지식의

형식에 주목하여 내용지식의 토대로서 시민성의 공간을 끌어오고 학생들

로 하여금 이에 근거하여 시민성이라는 가치와 신념으로 온전하게 입문

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의 삶의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

서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조철기, 2005, 464.)”라고 하면서 지리교과를 통한 시민성 교육을 정당화

하고자 하였다.

Young and Commins(2002)는 지리가 우리가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환경을 해석하도록 돕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지리와 글로벌 시민성

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지리를 통한 글

로벌 시민성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

리는 장소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조장한다. 둘째, 지리는 주어진 정보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한다. 셋째, 지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도전

한다. 넷째, 지리의 모든 측면이 글로벌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즉

지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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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민성을 키

우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Kirman(2003) 역시 지리는 지구의 발전과 치

유를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

다. 그는 행동의 변화를 위한 교과로 정치, 과학, 역사가 아닌 지리를 선

택한 까닭은 지리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지리의 범위이다. 모든 것은 어딘가에서 발생하고, 그것은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둘째, 지리의 보편성이다. 발생한 모든 일은 작거나

크게 지구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지리의 과학적 성격이다. 지리는 과학

을 바탕으로 배경 지식과 해결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리의 통합

능력이다. 지리는 위치와 환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문 분야와

통합되어 가르칠 수 있다. 이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위치

및 환경과는 분리하여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교과보다 지리가 더 적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irman(2003)은 변화하는 지리학에서는 학생들이 지구의 적극적인

안내자가 되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책임을 가지는 것을 가르쳐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김갑철(2016a)은 글로벌 시민성을 가르치기에 좋은 지

리교과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지리가 여러 가지 글

로벌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소와 공간

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글로벌 타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지리교육은 글로벌 시민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교과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에서 지리교육은 9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미국에서도 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글로

벌 관점이나 글로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Standish,

2008). 특히 영국에서는 시민성 교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과

정에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지리교육 내에

서 시민성을 다루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Syed(2013)는 시민성을 하나

의 과목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리,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과목과 연

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영국의 지리교과는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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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와 책임을 탐구하면서 학생

들이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Faas, 2011). Hicks(2007)는 앞으로 지리교육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여 그들의 지역적, 국가적, 글로벌 사회에서 행동하고 책임

감 있는 시민성을 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 지리교육과정에서 3가지 교과 역량 중 하나로 글로벌

시민성의 함양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조철기, 2013c) 이제 글로벌 시민

성은 지리교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자 역량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

로 지리교과에서 글로벌 시민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리는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의 정체성을 교육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과라는 점에서 지리교육 내에서 시민성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Pykett, 201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민이란 무엇인가? Oxfam(2015)에서는

글로벌 시민을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보았다.

․ 넓은 세상을 인식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한다.

․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있게 여긴다.

․ 세계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한다.

․ 지역에서부터 글로벌 차원의 범위까지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 세계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Machon and Walkington(2000)은 지리에서의 시민성 교육은 학생들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리교육과 시민성 교육이 공유하는 가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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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시하였다(표Ⅱ-1). 이러한 가치, 개념, 기능은 Oxfam에서 제시

하는 글로벌 시민성의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 태도의 영역과 매우 유사

하다(조철기, 2013). Machon and Walkington(2000)은 지리학을 통한 시

민성 교육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독창적이고, 비판적으로 행동하도록 권장하면서 가치를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 조철기(2013)는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은 함께 잘 살기

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글로벌 시민은 자신과는 먼

타자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표Ⅱ-1> 지리교육과 시민성이 공유하는 가치, 개념, 기능(Machon and

Walkington, 2000, 185)

가치 개념 기능

 사회적 정의

 장소감

 공동체의식

 공감

 다양성

 상호의존성

 지속가능성

 변화

 스케일

 문화적 다양성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의사소통

 반성

 심사숙고

Oxfam(2015)은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위해 지리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야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질문과 탐구, 그리고 비

판적 참여.

․전 지구적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

해의 증진

․핵심 지리적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문제와 데이터의 제공

․사람, 장소, 환경 및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조사하고 사회적,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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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및 정치적 질문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를 탐구함으로써

다양성과 정체성 문제를 다루기

Oxfam(2015)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위한

지리교육의 역할은 장소와 환경의 다양성을 다루는 것 뿐 아니라 그 속

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다양성, 정체성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Warf(2015)는 지리에서 글로벌 시민성을 가르치는 것은

세계가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라고 말한다. 따라서 지리교육에서는 사람들, 특히 글로벌 타자에 대한

글로벌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의 글로벌 시민성을 실현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예: 김갑철, 2016a, 2016b, 2017; Huckle, 1997; Martin

and Griffiths, 2012). 김갑철(2016a)은 지리교육에서 정의를 지향하는 글

로벌 시민은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경계하고, 그들을 특정

한 관점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글로벌 시

민성을 배제된 타자들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

한 시각은 비판적 글로벌 시민성에 입각한 것으로, 비판적 글로벌 시민

성 교육은 불평등과 부정의 문제를 바탕으로 한다(Andreotti, 2006).

Andreotti(2006)는 비판적 글로벌 시민성 교육은 권력적 우위에 있으면

서 인류애의 관점으로 타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불평등을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비판적

지리교육의 상당 부분은 세계의 사회, 경제 및 정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이유를 찾아내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다

(Morgan, 2002). Kitchin and Hubbard(1999)는 지리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에 대한 논쟁의 결과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여성, 소수 민족, 성

소수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이익과 소외의 과정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는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성을 위한 지리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그 공간에서 어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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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인권, 인종차별, 빈곤 등)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

구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조철기·권정화, 2005). 이와 같이 지리교

육에서 글로벌 시민성은 비판적 관점에 의거하여 ‘타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글로벌 타자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시민성이 어떻게 나타나 있

을까?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문화적 소

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

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

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간상은 Oxfam(2015)에서

제시한 글로벌 시민의 성격(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따라서 사회과는 글로벌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과로 볼 수 있으며, 이러

한 성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상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사회과의 목표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를

창의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는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기른다(교육부,

2015. 4).”로 제시하면서 국가를 넘어 인류를 위한 책임을 가지는 시민을

기르는 것을 교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지리와 관련된 하위 목표

를 “지표 공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지리 문

제와 쟁점에 관심을 갖는다(교육부, 2015. 4).”라고 제시하면서 글로벌 차

원에서의 지리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순히 ‘지리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과 비교

하여 볼 때,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리 영역에서 글로벌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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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은 글로

벌 시민성 교육의 전략 중 하나로, Andreotti(2006)는 글로벌 시민성 교

육의 전략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Oxfam(2015) 역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

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발전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시민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

을까? 이승연 외(2015)가 글로벌 시민성 교육 연구에 사용한 틀을 바탕

으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 글로벌 시민성 내용을 도출해보았다

(표Ⅱ-2).

<표Ⅱ-2> 2015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 글로벌 시민성 내용(교육부, 2015)

대주제 중주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4사04-06]우리 사회에 다

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

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

른다. 

- 문화 다양성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편견

이나 차별 현상은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경험과 관련지어 반성적으

로 살펴보게 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편견이나 차별과 같은 문제를 학습할 

때, 학생들이 평소 갖고 있는 편견이나 차

별 사례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학습 과정에 

반영한다.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삶

[6사02-02] 생활 속에서 인

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

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

는 태도를 기른다.

- 생활 주변에서 인권 보장이나 국민의 의

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들을 담고 있는 

자료를 검색해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헌법 조항을 생활 속 인권 사례들과 자연

스럽게 연계되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한다.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6사06-05] 세계 여러 나라

와의 경제 교류 활동으로 나

타난 우리 경제생활의 변화 

모습을 탐구한다.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제적 상호 의

존과 경쟁 관계를 맺고 있음을 탐구하고, 

무역 관련 문제나 쟁점의 발생 요인을 탐구

하여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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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중주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6사06-06] 다양한 경제 교

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가 다른 나라와 상호 의존 및 

경쟁 관계에 있음을 파악한다.

- 다양한 경제 관련 통계 자료나 시사 자

료를 활용하여 무역 관련 문제나 쟁점을 

조사하고 그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

는 학습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6사07-03] 세계 주요 기후

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

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6사07-04] 의식주 생활에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하여 인간 생활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자연적, 인문

적 요인을 탐구한다.

- 여행 설계와 같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

하고, 이를 모둠별 활동을 통하여 실행 해 

본다.

- 디지털 영상 지도를 비롯한 각종 통계 

자료와 그래프, 사진 등과 같은 시각 자료

와 세계의 자연과 문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상 기획물을 

활용한다. 

- 세계지리 학습은 장소나 지역을 기반으

로 통합된 주제를 다룬다는 특성에 비추어 

대주제를 하위 주제로 세분하여 할당하는 

협동 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인간 

생활과 자연환경의 관계 주제에서는 탐구 

학습을, 우리와 이웃한 세 나라와의 교류 

현황 주제에서는 역할 놀이 학습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6사07-05] 우리나라와 관

계 깊은 나라들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정치･
경제･문화면에서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탐구한다.

우리

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6사07-06] 이웃 나라들(중

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적, 인

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6사08-03] 지구촌의 평화

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

결 방안을 탐색한다.

[6사08-04] 지구촌의 평화

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

양한 행위 주체(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

-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

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또한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의 해결을 위한 행위 

주체들의 노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지구

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토의하도록 한다. 

- 일상생활에서 지구촌의 다양한 갈등 사

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찾아보고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갖도록 한다. 

- 프로젝트법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모둠

별로 여러 국제기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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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민성은 총 5개의 대주제(‘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인권 존

중과 정의로운 사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통

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에서 다루고 있다. 이 중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세계의 여러 나라들’,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가 지리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글로벌 시민성 내용이 지리 영역에서 비

교적 많이 다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민성 내용은 3-4학년군보다 5-6학년군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학년군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를 알

아보고, 세계화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과 차별

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5-6학년군에서는 인권 보호와 세

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 교류로 인한 상호의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이 있다

면, 글로벌 문제를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차원에 집중

한 반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빈곤, 문화적 편견과 차별 등

대주제 중주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지속

가능한 

지구촌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6사08-06] 지속가능한 미

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

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

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

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

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

색한다.

- 세계의 여러 문제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문제의 사례를 조사

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찾아본다.

-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

를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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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승연 외(2015)는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글로벌 시민성 영역에서 타인과의 상호의존적 의식이

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실존적 이해와 같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

였다. 즉,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을 문제

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가 크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은 사회과 교육과정이

글로벌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

민성 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의 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글로벌 시민성 관련 성취기준의 수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전체적인 성취기준이 줄어 비율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 문제에 관한

내용은 모든 학년군에서 다루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나타난 다문화사회

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중심

의 접근은 학생들이 세계화로 인한 이주 현상을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은 사회수업을 통해 내용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은 세계의 무한한 타자를 문제 프레임 속에 가두도록 유도할

수 있다(김갑철, 2017). 즉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배경에는 이민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기정사실화 해 버린다는 함정이 존재한다.

또한 해당 내용에 제시된 교육 방법을 살펴보면, 통계 자료, 기사, 영

화 등 다양한 자료 활용하여 편견과 차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문화적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해결방안을 구안해내면서 심도

있게 관련 이슈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인 이해와

기능이 본래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의 전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으킬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에 대해 스스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며 편견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수준의 자기반성 또

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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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대로 글로벌 시민을 기르기 위

해서는 세계화로 인해 나타난 이주 현상을 편견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서 강조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료 분석과 같이 기능적

인 전략을 통해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방법보다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

켜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 중 하나는 공감이다. Robinson(1988)

은 지리교육에서 변화하는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글로벌 타자에 대

한 적개심이나 동정 또는 그들에 대한 우월주의를 벗어나 현실적인 공감

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그들이 사는 환경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의 가치와 그들의 세상을 바라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성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타자에 대한 공감, 타자의 관점을 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 글로벌 시민성과 편견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은 공간에서 배제되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조철기, 2013a). 따라서 지리교육

에서 다루어지는 글로벌 시민성 교육은 장소의 특성과 그 장소에서 사람

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Newmann, 1977). 이는 우리가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어

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으로, 지리교육 안에서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집단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교육이 다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Morgan

and Lambert(2001)는 과거에 지리학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반인종주의가 지리교육의 주류로 통합되었으며, 지리교육과정에

서는 고정관념에 대한 견해에 도전하고, 학생들이 인종, 성별, 능력 또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Morgan and Lamber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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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지리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민성의 주요한 요소로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은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서 필히 다루어야 할

주제가 된다. Reid and Scott(2005)도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을 위

해 민족주의 개념을 초월한 시민성의 역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이민자와 같은 외부인의 형성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시민권이란 무엇이고, 그 권리에서 누가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지리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민자와 같

은 글로벌 타자, 즉 국가적 스케일에서의 외집단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

고 불공정과 배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편견이다(Nshom, 2016).

따라서 지리교육에서는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문화의 다

양성을 인식하고 차별과 편견에 맞서도록 해야 하며(Sikorskaya, 2017),

편견 감소, 글로벌 상호의존성,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Lynch, 1992). 특히 비판적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서는 한 공간에서 일

어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소외되는 글로

벌 타자의 글로벌 정의를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편견에 대한 비판적 탐

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

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이민자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지리교육이 담당해야 하

는 일이다.

그렇다면 편견이란 무엇이고, 지리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편

견의 사전적 정의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심리

학 용어 사전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

해를 가지는 태도”로 정의한다. 즉, 편견은 한 집단에 대해 공정한 태도

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치우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사회과학 연구에서의 편견은 주로 부정적으로

치우친 태도의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Dienstbier, 1970). Allport(1954)

는 편견을 불이익을 당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고 하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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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되고 고정적인 일반화에 근거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였다. Dovidio

(2001)는 편견을 “일반적으로 한 사회적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

에게 가지는 불공정한 부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Dovidio, 2001,

829). Brown(1995)은 편견은 어떤 집단과 그 집단의 일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Raabe

and Beelmann(2011)은 편견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대개 사회적

외집단에 대한 비호, 부정적인 속성 부여,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긍정적으로 치우친 태도는 무

시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호감을 일으키는 긍정적

편견과는 달리, 부정적인 편견은 차별과 같은 행위를 동반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편견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

은 부정적인 태도와 이를 완화시키는 데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Siy and

Cheryan, 2013).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타자의 배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

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외집단이나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

정이나 태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때 외집단은 자

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노인, 다른 성(性),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글로벌 시민성이 글로벌 타자들에 대해 초

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편견의

대상인 외집단은 다른 인종, 다른 국가의 사람들, 이민자, 난민 등이 될

수 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개인의 차이를 무시하고, 외집단이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고 생각한다(Raabe and Beelmann, 2011). 이를 외

집단 동질성 편향(outgroup homogeneity bias)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

이 생각한 대표 성질이 반드시 부정확성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

려 실제로 그 집단을 대표하는 성질일 수도 있다. Ottati and Lee(1995)

는 고정관념이 때때로 그 집단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서 대상자도 인정하는 고정관념, 대상자와 평가자간 상호 검증된 고정관

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정관념의 정확성을 연구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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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도 이러한 부정적 성질이 대상의 특징과 비교적 일치한다고 하더라

도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니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도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말한다(Ryan, 2002). McCauley et al.(1995)은

어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균적으로 정확할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

로는 적용하였을 때는 그렇지 않으며, 특히 ‘공격적인’, ‘성실한’과 같이

개인적인 성격과 관련된 고정관념은 그 정확성을 판별하는 것이 어렵다

고 한다. 따라서 한 집단이 부정적인 성질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

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무시한 채 무비판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차별적

인 태도를 지니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

게서 나타나는 편견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Rutland et al., 2005). 설령 어떤 집단에 대한 인식이 그 집단의 평균적

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모습이라면 이것을

해당 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편

견은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집단의 평화로운 공존을 방해하고 갈등을 일

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이러한 동질성 편향을 감

소시키고, 집단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편견을 이

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편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Bigler and Liben, 2007). 편견이 생기는 과정은 학자들마다 이견은

있으나 크게 인지 발달 이론(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발달론

적 집단간 이론(Developmental Intergroup Theory), 사회정체성 발달 이

론(Social Identity Theory)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Bigler and

Hughes, 2006).

인지 발달 이론은 Piaget의 인지 발달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인지 능

력이 발달함에 따라 편견이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즉, 7세 이상의 구체적

조작기에 다르면, 한 사람에게 여러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편견

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자신과는 외

모가 다른 어린이를 단순히 외국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색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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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락을 가진,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Rutland et al., 2010).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편견은 감소하지 않았으며(Nesdale, 2008; Rutland, 2004),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편견을 나타냈다

(Killen et al., 2007). 따라서 이러한 인지 발달 이론은 편견을 설명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인지적 발달이론은 어린이들이 한 집단에게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다른 집단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과정이 일어나는 까닭을 설명하지 못하였다(Aboud and Amato, 2008).

이러한 인지 발달 이론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발달론적

집단 간 이론이다. 발달론적 집단 간 이론에서는 어린이의 편견이 형성

되고 유지되는 데 다음의 네 가지 과정을 따른다고 한다(Bigler and

Hughes, 2009; Pertiwi, 2017). 첫 번째 단계는 어린이들이 타인에게 심

리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때 인종, 성별, 연령과 같은 것을 구

분할 수 있는 식별 능력, (인종, 민족)집단의 크기, 어른들에 의해 붙여진

꼬리표 등이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두 번째는 특정 상황에서 만

난 사람들을 분류하는 단계이다. 이 때 인종, 민족, 성별, 종교와 같이 두

드러진 면은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분류는 인지 발달

적 이론에 따른 접근 방식으로, 어린이들이 분류 기술을 익히면 이에 따

라 인종을 구분한다고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점차 발

전하는 과정으로 내적, 외적 기제를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을 발전시키게

된다. 내적 기제는 본질주의적 사고로, 사회적 그룹의 구성원이 주요한

자질을 공유한다고 믿는 것이다. 외적 기제는 아동이 접하게 되는 인종

집단과 관련된 암묵적, 명시적 정보로 주로 부모, 동료, 매체 등에서 전

달된다(Pertiwi, 2017). 마지막 단계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안팎으로 드러

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친구를 맺는 형태와 관련

이 있다(Bigler and Hughes, 2009). 외집단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백인

어린이들의 교우 관계 패턴을 살펴보면, 다른 인종을 친구, 혹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다른 인종의 어린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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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는 경우가 적었다(Aboud et al., 2003). McGlothlin and Killen

(2006)에 따르면, 백인 어린이들은 백인 어린이와 흑인 어린이가 그려진

애매한 그림 속 상황을 보고, 흑인 어린이가 부정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

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예: 떨어진 돈을 흑인 어린이가 훔쳤을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급에 있는 어린

이에게서 강하게 나타났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급에 소속된 어린

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Pertiwi(2017)는 편견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민족, 인종과의 접촉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교실 상황은 거의 대부분이 동일 인

종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견이 발현되기 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수업에서 다양한 인종과의 직접적 접촉 기회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

지 않다. Binder et al.(2009)은 접촉이 집단 간 편견을 줄이기 위한 절대

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하면서 소수 집단의 어린이에게는 접촉이 편견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접촉이 편견을 감소

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편견이 접촉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

서 직접적인 접촉은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Killen et al.(2013)은 어린

이들이 타인과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과 집단 간의 측

면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관계의 거부가 괴롭힘이

나 두려움 같은 타인의 성향에 의해 발생한다면, 집단 간 관계의 거부는

인종, 문화, 민족과 같은 집단 소속감에 의해서 나타나며, 내집단에 대한

우월성이 외집단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막

연하게 가지는 인종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집단 간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체성 발달이론은 어린이의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 정체성의 발달에 중점을 둔 이론으로(Turner et

al., 1987) 많은 연구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Brown, 1995;

Hogg and Abrams, 1988). 사회 정체성 발달이론에 따르면 편견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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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나이에 따라 미분화, 민족 인식, 민족 선호, 민족 편견의 네 단계

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중 세 번째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민족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데, 어린이들은 외집단과의 차이보다는 내집단 간의 동

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어떤 민족적 집단에 속하는지를 배운다고

한다. 특히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다수 집단에 속한 아이들은

자신의 집단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게 된다. 네 번째 민족 편견의 단계는

대개 7세부터 나타나는데, 관점이 내집단에서 외집단으로 옮겨가면서 외

집단을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Nesdale, 2004). 외집

단과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

월한 그룹에 속해있다는 정체성과 소속감에서 비롯되며, 궁극적으로 자

신의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과 비

슷하다고 인식하면 호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반면,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

하는 외집단 구성원은 차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Nesdale and

Flesser, 2001). 심우엽(2009)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평가하는 기

준은 발달론적 집단 간 이론에서 말하는 내적 기제인 본질주의적인 사고

나 피부색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아닌 각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라고 한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국가의 국민이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무시와 배

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Young and Commins(2002)는 지리를 통한 글

로벌 시민성 교육은 이러한 우월함에서 비롯된 편견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외집단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

라 그들에 공감하고, 비슷함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편견은 7세 이상의 초등학생 시기에 본격적으로 드

러나기 시작하며, 이는 내집단에 대한 선호와 외집단을 향한 우월의식에

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시기 반편견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 균형

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Hogan and Mallott

(2005)은 다양성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다른 인종에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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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편견을 줄이는데 교육의 효과가 상당하

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반편견 교육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 또한 편견 감소는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내용 중 하나이고, 지리는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과이다.

따라서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적절한 교육이 지

리교육 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 교과서

에는 다른 민족에 가진 편견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국가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부족하다(이영민·이연주, 2017). 게다가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주 현상은 부정적인 ‘타자’에 그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즉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토착민이 겪는 갈등을 부각시켜 이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하

고 있다(김갑철, 2017). 따라서 글로벌 시민성을 위해 지리교육이 담당하

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을 지니기 위한 반편견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사회적 정체성 발달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어린이들의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기 아동들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인식을 내집단 자체, 그리고 외집단과 비교해서 내집단의 긍정적인 우위

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 집단을 동등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외집단에 대한 역할 수용 및 도덕적

추론의 사회적 인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Nesdale, 2004). Aboud and Levy(2000)는 어린이의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민족적으로 혼합된 학급 환경, 이중 언어 교육, 다양

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동질성을 인식하고 편견을 배제하는 반인종

주의, 역할 수용을 통한 공감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들은 특히 역할 수용

과 공감이 어린이들의 외집단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능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추병완(2011)은 관점채택과 공감이 편견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밤낮으로 일하며 고국의 가족을 위해 애쓰는 외국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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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과 같은 외집단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껴보며 그들

의 생활을 공감해 보는 수업 활동을 제안하였다.

한편 Aboud et al.(2013)은 어린이의 편견 감소 전략과 관련된 연구들

을 살펴보면서, 외집단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예: Houlette et al., 2004; Hughes et al., 2007)이 다른 인종과

접촉하는 것보다 외집단을 향한 태도 변화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즉, 고정관념에 반하는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다양성을 인

식하고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민성(2013)은 르완

다를 사례로 비판적 세계 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을 제시

하였다. 기존에 분쟁, 가난 등으로 대표되었던 아프리카를 다양한 자연환

경을 가진 곳, 평화 장착을 위해 노력하는 곳 등으로 서술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반하는 사례를 통해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내용을 접하면서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여 편견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Weber and Crocker(1983)는 한 집단 전체가 하나의 속성만을 갖고 있다

는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접하면, 이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외집단 편견의 감소로 이

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면 고정

관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따라서 고정관념에 반하는 사례를 접했

을 때, 이를 예외적인 사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다른 성

질로 받아들여야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Batson et

al.(1997)은 공감적 관점채택이 이러한 예외적 하위유형화를 일으키지 않

고 집단 전체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

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대상을 고려하는

이른바 글로벌 정의를 실현하는 글로벌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감,

관점채택 등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내집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외집

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글로벌 시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내집단이 되기 때문에 집단 관계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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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글로벌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공감하며,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

들을 돕기 위해 행동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Reysen et al, 2013).

Barber et al.(2013)이 25개국 청소년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적인 국가 정체성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국가 정체성과 더 강한 유대

관계(특히, 각국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견해)

를 가진 학생들이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

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리는 정체성 교육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과이며(Pykett, 2012), 장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자신의 정

체성을 형성할수록 도울 수 있다(Huckle, 1997). Morgan(2001)은 지리학

이 시민교육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장소와 관련하여 ‘내가 어떤

공간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시민성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

성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며(박성인, 2012), 지리는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

에서 비롯된 편견을 인본주의 감정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조철기·권정화, 2005). 따라서 앞으로의 지리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신

의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불평등과 부정의

에 대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심광택, 2012). 이러한 글로벌

시민성은 사람들에게 넓은 글로벌 시민의 범주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간

의 인식된 거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ysen and

Katzarska-Miller, 2013).

3) 어린이들의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

이주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민, 난민 등에 대한 국가 정책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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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은 다

중의 정체성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주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글로벌 시민

교육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Davies, 2006). Fass(2014)는 유럽

사회에 이민자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교육에서 인종 또는 민족 출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내용을 다

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 아동 등의 외집단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한 나라 안에서 민족적으로 소수인 집단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편견은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Brown, 1995).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민자가 많은 미국 및 유

럽 등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들 대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편견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이민

자보다는 주로 다문화 학생을 향한 인식에 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구

정화(2015)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초등학생 패널 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5학년

에서 6학년이 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

났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거나, 친구가 되거나, 이성 친구로 사귈 의향이 유의미하게 줄어

들었다. 이선자 외(2011)는 다문화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식을 유형별로 나누었는데, 다문화 아동을 외롭고, 우울하고 열등한 이

미지로 생각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심우엽(2010)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

은 다문화 아동의 학습 능력이나 사교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하는 반면,

성실성이나 온순함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인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들(예: 강선경·김헌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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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란·방희경, 2010; 이상희 외, 2012)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은 대부분 백인을 선호하고 흑인이나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비호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와 비슷한 문화권인 일본(Dunham et al., 2006)이나 중국(Pfeifer et al.,

2007) 어린이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우엽(2010)은 어린이

들의 외국인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을 인종으로 구분하

지 않고, 국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선호도가 러

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동남아인,

같은 황인이라고 할지라도 국적과 그에 따른 문화,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외국인을 단순히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대한 호감도만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평가 요소가 더해지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외

적으로 모습이 다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을 국적별로 살펴본 백지원(2011)의 연구에서는 같

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미동포를 가장 긍정적으로, 재중동포를 가

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 연구는 인종과 민족이 같은 한국인이라도

국적이라는 정보가 추가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와 같이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초등

학생 시기의 아동들이 외집단인 외국인을 평가할 때, 국적이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utland et al., 2005).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린이들의 글로벌 타자로서의 외집단 편

견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 아동이나 외국인에 집중되어 있고, 이민자 혹

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편이다.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를 파악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심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조동기

(2010)가 성인을 대상으로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인과 중동인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크게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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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동남아인이나 새터민도 비교적 멀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동

남아인이나 새터민이 국내 이민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들과의 먼 거리감을 우려하였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국내에

이민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민자를 제대

로 인식하고 있어야 이민자에 관한 정책을 구현하는데 올바른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으며, 그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권과 평등,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

는 정체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글로벌 타자와의 공존을 위한 글로벌 시민

성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조동기, 2010).

그렇다면 이주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오래된 미국의 상황은 어떠할

까? Brown(2011)은 미국의 어린이들이 이민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유럽계 백인으로 구성된 초

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민자와 이민자 정책, 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문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

각하는 국가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미국을 사랑하고, 미

국의 법을 지키는 백인만이 미국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합법적인 이민자는 선호하지만 불법 이민자는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냈

다. 그는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5개의 서로

다른 지역(멕시코, 중국, 영국,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 지역으로 온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책자에는 그들의 출신 지역과 그들이 급여의 일부를 고향에 있

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책자를 읽은 뒤

학생들은 5명의 근로자를 평가하였는데,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멕시코

출신의 이민자에게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이주 근로자를 평

가할 때, 국적이 평가의 주요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이민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적 태도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

슷하게 나타난다. Ward and Masgoret(2008)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이민

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호주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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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인도, 중국, 사모아, 소말리아 순

으로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아졌다. Stephan et al.(1998)이 스

페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에티오피아 및 러시

아인에 비해 모로코 출신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국적에 따라 이민자를 다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Brown(2011)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백인과 흑인 미국인에 대한

어린이들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흑인을

미국인이라고 인식하면 흑인과 백인 간의 태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민자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요소는 인종의 차이보다 국가적 정체

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Brown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초

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이들

의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무슬림이라는 표식(히잡 등)이 드러날 경우에

는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그러한 표식이 없는 경우에

는 무슬림을 미국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즉, 무슬림을 얼마나 미국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그들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린이가 미국인

집단에서 아랍 무슬림을 배제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은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편견의 사

회 정체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집단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외집

단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봉선·아영

아(201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서 단일민족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민자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

능성이 있다. 한편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으로 인한 이민자에 대한 편향

된 태도는 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교에서 두드러지며, 여러 인종으로 구

성된 학교에서는 인종 차별이나 인종에 근거한 정체성은 덜한 편이다

(Brown and Chu, 2012). 따라서 외국인 이민자로 인해 많은 국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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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외집단에 가

지는 편견을 완화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 정체성은 나이가 들면서 커지고(Barrett et al., 2003), 이러한 국

가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Deaux, 2008). 따라서 학생들의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고착되

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글로벌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올바른 태

도를 가지게 하는 교육적 노력이 중요하다. Esses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예: 당신에게 캐나다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을 받은 사람보다 글로벌 정체성을 인식하

는 질문(예: 캐나다인과 이민자가 삶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았

을 때, 두 집단이 같은 대답을 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을 받은 사람이

이민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Danso et

al.(2007)은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공통점을 인식하

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내집단 중심 집단에게는 미국인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짧은 글을 쓰도록 하였고, 공통점

을 인식하는 집단에게는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왜 다른 국적의 사

람들에게도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공

통점을 인식하도록 한 집단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배 지향성

(Social Dominance Orientation)과는 상관없이 이민자에게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ephan et al.(1999)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

로 현실적인 위협, 상징적 위협, 집단 간 불안 및 부정적 고정관념의 4가

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편견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Stephan et al.(2005)은 연구를 통해 공

감이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ederson et al.(2004)

역시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있어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원주민 호주인들에 대한 호주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그들에 대한 공

감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공감은 지리교육내 글로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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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가치 영역으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전략을 수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효과

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민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전략: 공감적 관점채택

1) 공감적 관점채택을 통한 글로벌 시민성 함양

지리교육에서 공감은 글로벌 시민성의 주요한 요소로(Machon and

Walkington, 2000), Oxfam(2015)에서도 공감을 글로벌 시민성 교육의 기

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공감은 관계를 맺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과 국가적 차이를 넘어선 인류애를

실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애의 실천은 글로벌 시민성

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정용교, 2017). 따라서 공감은 사회과에

서 추구하는 민주 시민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

히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은 배제된 타자에 대한 공감에 중점을 두

고 있는데, Winter(2006)는 학교지리는 배제된 사람들의 관점을 중요시

하고, 타자와의 평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추구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

고 공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은 세계화

시대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다. Haigh(2002)는 학생들은 세상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세계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

람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시민성에 대해 탐

구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Evans et al., 2009).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공감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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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 전략은 공감적 관점채택(empathic perspective

taking)이다(Batson et al., 1997). 공감적 관점채택은 다른 사람의 관점

을 취해 그 사람의 심리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인지적인 기술을

말한다(Batson, 1991). Galinsky et al.(2005)은 관점채택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들이 걸어가는 공

간을 상상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Galinsky et al, 2005, 110).

비슷한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을 이해

하는 역할 수용(role-taking)이 있다(Selman, 1971). 국내 연구에서

perspective taking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교육심

리학용어사전 및 많은 연구(예: 문연심, 2004; 박지숙·박영신, 2013 등)에

서는 조망수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영어 단어의 의미를 살려 관점

채택(예: 김은향, 2012; 이정인·김창대, 2015)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점채택’이 ‘조망수용’보다 단어의 의미를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판단하여 perspective taking을 ‘관점채택’으로 번역하여 사용

하고자 한다. 또한 관점채택과 관련된 연구들은 공감적이라는 단어를 앞

에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후에 다룰 공간적 관점채택과 구분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감적 관점채택을 다른 사람의 입

장에 놓인 자기 자신을 상상하며 타인의 심리적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으

로 정의하였다.

공감적 관점채택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감과 비슷하나 그 의미는 엄연히 구분된다. 공감을 인지적, 정의적으로

나누었을 때, 공감적 관점채택은 공감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되며, 공감을

일으키는 인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희경·김재환, 2001; 김환, 2015).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파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

또한 아픈 것은 공감의 정의적인 측면이며, 저 사람이 왜 아픈지 머릿속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감의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Galinsky et al.(2008)은 공감적 관점채택과 공감이 종종 혼용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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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둘은 분명히 구분된다고 강조하였다. Galinsky et al.(2008)에 따

르면 공감적 관점채택은 “다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인지 능력이며

개인의 행동과 반응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은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감정적인 반

응”(Galinsky et al., 2008, 378)으로 일종의 동정과 같은 감정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공감적 관점채택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그의 상

태, 감정이나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며,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차원이 더 강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

지만 관점채택 앞에 ‘공감적’이라는 말이 붙는 만큼 둘은 서로 영향을 미

친다. Batson et al.(1997)은 타인에 자신을 이입하는 공감적 관점채택은

사회적, 개인적인 공감을 일으켜 공감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감적 관점채택이라는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 공감이라는 감정적인

반응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은 특정한 대상에 자신을 투영시키면서 그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 관계(Intergroup Relations)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진된다고 말한

다. 집단 관계란 집단의 소속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각, 감정, 행동을

뜻하는데(Mackie and Smith, 1998), 한 집단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

지고 있으면, 그 집단과 상호작용을 할 때 불안감이 안팎으로 드러나며

집단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공감적 관점채택은 이러한 고정

관념, 편견 등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고, 집단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Galinsky et al.,

2005). 이러한 긍정적 집단관계의 형성은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를 만든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민성의 목표와 상통한다. 그리고 공감적

관점채택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글로벌 타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

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Stephan et al.(2005)의 연구는

난민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이 그들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내전을 겪고 있는 동티모르 학생들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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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로 피난을 오게 된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티모르 학생들

의 인터뷰 자료 등이 실린 보고서를 나누어주면서 그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동티모르 학생의 관점

을 취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

였다. 즉, 공감적 관점채택은 외집단에 대한 불안감이나 위협을 감소시켜

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Todd and Galinsky(2014)는 집단 관계를 증진시키는 공감적 관점채택

의 구체적인 효과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효과는 공감

적 관점채택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평가를 유발

한다는 것이다. Dovidio et al.(2004)은 백인 대학생들에게 흑인 남자가

일상 속에서 인종 차별을 받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내가 영상 속 주인공인 흑인 남자라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하라고

지시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흑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였고,

차별로 인해 발생한 불의에 대한 감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편견 뿐 아니라 암묵적인 편견(Todd et al.,

2011)도 감소시켰다. Shih et al.(2009)은 미시건 대학교의 비 아시아계

대학생들에게 아시아계 여성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준 다음, 해당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고등학생에 대해 평가해보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감적 관점채

택의 지시를 받고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아시아계 수험생들에게 더 높

은 호감을 나타냈고, 아시아인에 대한 호감도 역시 높았다. 또한 공감적

관점채택이 유발한 긍정적인 태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atson et al., 1997; Todd and Burgmer,

2013 등). 이와 같이 외집단 특정인의 관점을 취하면, 그 특정인 뿐 아니

라 그가 속한 집단에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편견과 내집단 편향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Laurent, 2011).

공감적 관점채택의 두 번째 효과는 편견의 감소가 외집단에 대한 친화

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친화적 행동은 외집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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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 접촉하려는 의지와 도움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Todd

et al.(2011)은 흑인의 사진을 보고, 그의 하루를 짧은 글로 써 보는 과제

를 제시한 뒤, 실험 참가자들에게 흑인과 마주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 결과 공간적 관점채택 지시를 받은 집단이 흑인과 마

주 앉는 간격이 좁았고, 얼굴 표정이나 눈 맞춤 등 비언어적인 태도 또

한 긍정적이었다. Wang et al.(2014)은 싱가포르 대학생들에게 온몸에

문신을 하고 독특한 머리 모양을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의 하루

를 상상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진 속의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참가자들을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 방에는 8개의 의자

가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맨 끝자리에는 사진 속 남자의 것으로 추정되

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이 때 공간적 관점채택 조건의 참가자들은 남자

의 자리로 보이는 곳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이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집단 간 접촉을 증대시키며, 실제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게 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촉을 증가시키는 데는 개인이 가진 원래의 공

감능력보다 공감적 관점채택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한

다. 또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편견의 대상에게 도움 행동을 취하게 한다.

Shih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아시아인이 열쇠를 떨어뜨리는 현장을

목격하였을 때, 아시아인의 입장을 취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열쇠를 주워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Batson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마약중독자 감정을 생각하며 그의 인터뷰를 들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를 상담해주는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해야 한

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 번째 효과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한 사람들이 인종 차별 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편견에 대해서도 고정관념과 차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감적 관점채택은 집단 간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여,

고정관념에 의한 사고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Todd et al.(2012)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각각 백인과 흑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하루를 상상하는 에

세이를 써 보도록 하였다. 이 때 흑인의 관점에서 하루를 상상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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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성결혼이나 낙태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소수자가 받는 차

별의 부당함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은 특정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그들에 대한 긍정적 행동의 실천을 유발시킨다. 또한 관점

채택의 대상 이외의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은 이민자와 같은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

으로 유도할 것이며, 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행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이다. 김갑철(2016a)은 학교지리에

서 글로벌 시민을 키우기 위해 학습자들이 글로벌 타자들을 존중하고 공

정하게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공감적 관점채택은 그가 말한 ‘배제된 글

로벌 타자들의 공정한 초대’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는 Oxfam(2015)이 제시

한 글로벌 시민성 요소인 ‘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존중’, ‘감정이입’, ‘사회

정의와 공정에 대한 헌신’ 등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민

성과 관련이 있다. 즉, 공감적 관점채택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공감 능

력을 가지게 되고, 타인 친화적 행동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견과 고정관념과 같은 불평등을

거부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Moss(2001)는 지리교육이 지리적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들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지리교육을 통한 시민교

육에서는 지리적 상황에 대해 다른 시각을 취하는 공감적 경험을 창출하

는 것이 중요하다(Lambert and Machon, 2001). 공감적 관점채택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지리적 상황을 그 상황과 관련

된 모든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

한 Young and Commins(2002)가 초등학교에서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

기 위해 강조한 다른 시각으로 보기,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공감, 나

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과의 연결 만들기 등도 공감적 관점채택을 통해



- 44 -

실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의 활동은 이민자

와 같은 외집단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2) 공감적 관점채택의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참가자들은 편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사람을 영상(Dovido et al., 2004; Shih et al., 2009), 인터뷰 녹음

자료(Baston et al., 1997), 사진(Galinsky and Moskowiz, 2000; Galinsky

et al., 2008), 증강현실(Peck et al., 2013) 등으로 접하게 된다. 그리고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은 네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혹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 과정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공감적 관점채택의 대상, 혹은 그 대상이 속한 집단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한다(Todd and Galinsky, 2014). 공감적 관점채택 지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즉 네가 그 사람이라고 상상하라는 1인칭

시점이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 상상하라는 3인칭 시점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으나(Batson, 2009),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Finalay and Stephan, 2000, Todd et al., 2011).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집단까지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일까? 공감적

관점채택이 편견 감소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

면으로 나눌 수 있다. Todd and Galinsky(2014)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정

서적으로는 편견 대상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고, 인지적으로는 타인에 자

신을 투영하면서 투영 대상과 자신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기 때문에 관점

채택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서적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공감적 관점채택을 하면

다양한 집단에 대한 공감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Bat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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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은 에이즈에 걸린 젊은 여성, 노숙자, 살인자가 그들의 삶의 어려

움이나 반성적 이야기를 털어 놓는 녹음테이프를 들려주고, 공감적 관점

채택 집단에게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상상하며 듣도

록 하였다. 그 결과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이 그들에게 더 많이 공감하고

있었고, 이는 에이즈, 노숙자, 살인자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

졌다. 이러한 공감은 자신이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적 낙인과 편

견의 대상이 겪는 아픔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Batson et al.(1997)의 연구가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이었다면,

Dovidio et al.(2004)의 연구는 화에 대한 공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Dovidio et al.(2004)외 다수의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위해 공감

적 관점채택의 대상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영상이나 음성을 사

용하였다. 관점채택 집단은 영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차별

당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공감이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편, 공감적 관점채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 투영시키

는 인지적 과정을 거친다(Laurent and Myers, 2011). 그리고 이러한 과

정 중에 자신과 타인을 동일시하게 되면서 그들이 자신과 비슷한 점을

공유한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시의 정도가 강할수록 편견이 감

소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Todd et al., 2012). Galinsky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치어리더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녀의 하루를 상

상하여 짧은 글을 쓰도록 하였다. 과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자신에 대

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는데, 치어리더의 관점으로 하루를 상상해본 사람

들이 자신을 더 매력적이고, 우아하고, 섹시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공

감적 관점채택이 자신과 치어리더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

하도록 유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

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사회적

연대를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Galinsky et al., 2005). 한편 이

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동일시 대상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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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시키지 않았다. 앞의 연구에서 관점채택 대상을 흑인으로 바꾸고 동

일한 과제를 부여하였을 때, 자신을 평가하는데 있어 ‘운동을 잘한다.’,

‘리드미컬하다.’ 등 일반적인 흑인에 대한 긍정적 특징은 자신과 비슷하

다고 생각했지만, 부정적인 특징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관점채택 대상에 대한 평가

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King et al.(2014)은 교육 현장에서 공감적 관점채택과 같은 역할 수용

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역할 수용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사

람의 행동을 인식하고 자신과의 유사성을 인지하면서 긍정적인 인간관계

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는 학업 성취를 비롯한 교육적 성과로 이어진

다고 하였다(그림Ⅱ-1). 이러한 유사성에 대한 인식은 Young(2000)이 초

등학교 지리수업에서 글로벌 시민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시한 전략으

로, 차이점보다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이 공감을 일으키고, 보편적 인류애

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였다(조철기, 2013).

역할 수용

행동 인식

유사성 인지

정체성 동일시

상상으로 경험

향상된

교육 결과물

긍정적

인간관계

<그림Ⅱ-1> 역할 수용이 관계를 증진시키는 잠재적 경로(King et al., 2014, 98)

이와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의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중심 편향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Yamaguchi et al., 2007)과 관련이 있다. Todd and Burg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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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는 특정인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특정인이 속한 외집단과 자신에

대한 유대를 강화시켜, 외집단과 자신이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한

다. 이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관점을 취

한 대상에게도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그림Ⅱ

-2).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에는 자존감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이 높거나 의도적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면 관점채택의 대상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Galinsky and Ku(2004)는 노인의 하

루를 상상하도록 한 뒤, 노인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노인의 관점

을 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다. 그런데 집단 내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을 높여주

는 피드백을 받은 사람이 노인을 더 좋게 평가하였다. Todd and

Burgmer(2013)가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공감적 관점채택의 대상인 터키인에게 긍정

적 속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에게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다

수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재홍·조기영, 2003) 이러한 자기 평가가 공감적 관점채택의 대상에게

투영되면 그들에게 긍정적인 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공감적

관점채택

나-외집단

연합

무의식적

외집단 평가

무의식적

자기 평가

<그림Ⅱ-2>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인한 동일시가 평가에 미치는 과정(Todd

and Burgmer, 2013,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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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적 관점채택과 지리교육

1) 공감과 공감적 관점채택의 교육적 적용

교육에서 공감은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역량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

다.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고, 편견을 감소시키며, 학업 성취를

돕고, 공감 지능을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과에서 중요시되고 있

다(Feshbach and Feshbach, 2009). 공감적 관점채택의 경우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교육적으로 활용된 경우는 드물지만, 비슷한 의미인 역

할 수용, 역할 놀이 등으로 여러 교과에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공감 및 공감적 관점채택은 교과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접근되어 왔다. 국어과의 경우 공감적으로 듣기(정상섭, 2005), 공감적으

로 말하기(김윤정·권순희, 2015),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글 속의 인물

이나 작가의 가치관 등에 공감하기, 비평적으로 공감하기(정재림, 2013)

등의 방식으로 공감이 적용되었다. 즉 국어과에서의 공감과 관점채택은

문학 작품에 대한 공감적 이해,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공감

적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른 인물이 되어 말하고 느끼는 방

식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을 활용하고 있다. 도덕과에서는 공감을 학생들

이 반드시 함양해야 할 가치 덕목으로 다루고 있다(박병춘, 2009). 도덕

교육 속 공감은 도덕성을 대표하는 핵심 요소로, 도덕적 발달을 위해 갖

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 하나이다. 공감적 관점채택과 비슷한 역할

채택은 도덕성 발달을 위한 방법으로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한 긍정적인

대인 관계의 형성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김홍일, 2006). 이와 같이 도

덕과에서는 학생들이 공감이라는 능력 자체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점채택과 같은 공감의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정의적인 능력을 함

양하는 것을 더 강조한다(이미식·박준성, 2009). 또한 관점채택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하는 감정 교육, 타인을 배려

하는 도덕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루고 있다(이진

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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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에서도 공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역사 영역에서

는 공감을 역사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로 보고 있다. 역사교육에서의

공감은 역사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데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과거에 대

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Foster and Yeager,

1998). 그리고 공감적 관점채택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방

법으로 Harris and Foreman-Peck(2004)은 과거 사람들의 행동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

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은 학생들

이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한 사건

에 얽힌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해보는 수업 활동을 제안하였다.

역사 영역 이외의 사회과 영역에서는 공감을 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소,

다문화 교육의 방법 중 하나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공감과 공감적 관

점채택은 사회과에서 시민성을 교육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Adler, 2008),

정용교(2007)는 공감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사회과 교육의 대안이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감 능력이 시민성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라고 하면서 공감 능력을 가진 학생은 사회적 문제를 친사회적으로 해결

할 것으로 보았다. 이선영(2013)은 초등 사회과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

르칠 때 공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감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숙

고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적 시민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

편 사회과에서의 공감적 관점채택은 주로 역할놀이나 감정이입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허수미(2012)는 감정이입을 활용한 토론 수업을 제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국내 거주인의 참

정권을 인정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 뒤, 외국인의 시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평가하는 글을 쓰게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외

국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더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외국

인에 대한 편견을 반성하였다. 윤정숙·남상준(2009)은 가상 국민이 되어

보는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초등학생에게 몇 개의 가상의 국가를 제시하

고, 이 국가의 국민이 되어 한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 난민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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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협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적을 바꿀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시선

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어떤 나라의 국

민이었는지에 따라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즉, 외국인 근

로자나 난민이 소속된 가상 국가의 학생들은 편견과 차별에 보다 민감하

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선진국의 국민의 역할을 맡은 학

생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선희(2008) 역시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되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역할 놀이 수업을 제안

하였는데, 역할놀이가 창의적 사고나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

급사고력을 신장하는데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과에서 공감적 관점채택과 비슷한 방식으로 타자의 입장을 취하도록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의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가 많다. 그리고 역할을 취하는 대상도 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 대부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를 맡는 형

태로 외국인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역사영역과는 달리 공감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 일반사회와 지리영역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사회과

라는 큰 영역 안에서 공감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두 영역 모

두 궁극적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

느 정도 비슷한 부분을 공유한다. 또한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에서는 세 영역 간의 통합적, 유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공감이나

공감적 관점채택의 방법을 영역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문화적 다양성이나 세계화와 관련

된 내용들에서 일반사회와 지리가 같은 부분을 공유하면서도 그 접근 방

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사회 영역에

서는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보고 있다. 또한 인권을 지키는

측면에서 타자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고 있다. 즉, 일반사회에서의 공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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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감적 관점채택은 고유의 문화 자체에 대한 존중 및 이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넓은 범위에서의 다양한 타자들의 인권을 보

호해주는 의미에서의 공감적 관점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지리

영역에서는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근한다.

지역별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

존하거나 갈등하는 지역을 탐구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리적 문제를 해결

하며 타자와 함께 더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지리교육은 타자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

해 연대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심광택, 2008).

따라서 지리에서의 공감은 자신 및 타인의 삶과 삶의 공간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다. 즉 지리교육에서는 타자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

는지를 알고, 타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공

감의 지리적 가르침은 정치적 갈등과 위기의 순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외

국인 혐오증, 인종 차별 및 맹목적 증오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Warf, 2015). 다시 말하면 지리교육에서 공감의 주제는 타인을 정서

적,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심리적, 상

징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경관을 검토할 수 있다(Boyd et al., 2008). 특

히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을 위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서로 다른 문

화적 배경을 가진 글로벌 타자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 없는 삶의 공간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공감적 관점채택과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

공감적 관점채택의 가장 큰 효과는 편견 감소이다. 하지만 많은 학자

들은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인해 편견이 감소되면서 또 다른 효과들이 파

생된다고 말한다. 그 중의 하나는 동기 유발과 관련된 것이다. 공감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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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채택이 그 대상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를 일으키고, 그들

을 둘러싼 이슈에 관심을 유발한다는 것이다(Batson et al., 1997; Wang

et al., 2014). 관심이란 “특정 종류의 사물, 사건 또는 사상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정신 상태 또는 참여 경향”(Hidi and Renninger, 2006, 112)으로

지식의 습득을 원활하게 하며(Alexander et al, 1994), 학습의 동기를 일

으킨다(Gehlbach et al., 2008).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유발된 동기

들이 관점채택 대상과 관련된 학습의 동기로 이어지는 효과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학습 동기란 어떤 과제에 참여하고 학습하려는 의지로(Noe,

1986),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Ryan et

al., 1992). 따라서 글로벌 타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유발된 관심

은 세계 문화와 관련된 학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적 이해는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주요

요소이다. Oxfam(2015)은 글로벌 시민성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글로벌

타자들의 경험에 대한 학습 의지를 꼽았다. 특히, 7～11세의 초등학교 수

준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것을 권장하

고 있다. 즉, 글로벌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tandish(2008)는 지리교육에

서 가치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리적 지식이 중요하며, 이것

이 바탕이 되어야 도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

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본 인태정(2009)의 연구에 따르

면, 선진국에 대한 지적 관심은 높은 반면, 이민자 다수의 문화적 배경인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상 문화,

문화생활보다는 음식이나 전통 의상과 같은 소비 대상의 문화에만 관심

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 문화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

조직되어야 하며, 공감적 관점채택은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감적 관점채택은 사회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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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하기 때문이다(Batson et al., 1997). 사회적 동기가 부여된 사람

들은 다른 사람의 목표와 선호를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

다(Meglino and Korsgaard, 2004). 또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타인에게 긍

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가져 호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Davis et al.,

1996; Galinsky and Moskowitz, 2000, Shih et al., 2009). 일반적으로 어

떤 대상에 호감이 생기면,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과 관심

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인해 발생한 호

감이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감정상태, 관심사, 호기심은 학습 동

기를 일으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Harlen and Deakin, 2003),

흥미와 호기심과 같은 내재적 동기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과제를 해결

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따라서

특정 국가의 글로벌 타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타자에 대한 긍정적

인 감정 및 관심, 그리고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그들의 문화를 학습

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것이다. Gehlbach et al.(2008)은 공감적 관점채택

이 특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러한 관심은 호기심으로 이

어져 그 콘텐츠에 대한 더 많은 질문을 생성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

한 호기심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학생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

고, 이것이 또 다른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는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Bennett, 2011). 공감적 관점채택은 여러 대상의 심

리적 관점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다

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감적

관점채택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는 그 대상 뿐 아니라 집단에도 전이되

기 때문에(Dovidio et al., 2004; Galinsky and Ku, 2004; Todd and

Burgmer, 2013; Vescio et al,, 2003; Wang et al., 2014) 외집단 구성원

의 관점을 취하면, 그 집단과 관련된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른 민족(예: 중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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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면, 그 민족 문화나 국가(예: 중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또한 생

겨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이 그들의

배경이 되는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하는 동기를 일으킬 수 있

다. Wang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 조건의 참가자들

이 공감적 관점채택의 대상자였던 사진 속 훌리건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

을 아쉬워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그 대상을

다시 만나 대화를 하고 싶은 일종의 호기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관점채택

대상에 대한 편견의 감소는 그들의 문화를 학습하려는 의지로 이어질 수

있다. Lin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편견이 낮

은 사람들이 아시아 문화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아

시아인에게 높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

한 수업을 수강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그 대상

과 관련된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한다. Batson et al.(2002)의 연구

에서는 마약중독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인터뷰를 들은 사람들이 마약중독

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

들은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환경을 대상으로 한 공감적 관점채택 연구에서는 관점을 취한 대

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결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연구들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환경과 인간 사이의 심리적 거리

를 좁히는 것이 공감적 관점채택 대상을 넘어서 환경 전반에 대한 지적,

행동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Schultz(2000)는 참가자들에

게 환경오염에 고통 받고 있는 동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의 관점

을 취해보라고 하였다. 그 결과 관점채택 조건의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

이나 다른 사람보다 동물과 식물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

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hl and Bauer(2013)는 미래의 환경 변

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이 여성의 관점

을 취한 사람들은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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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안내 책자를 더 많이

가져가는 등 환경적인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Walker

and Chapman(2003)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캐나다에 있는

한 국립공원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참가자들은

공원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등 국립공원을 위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Ahn et al.(2016)은 몰입형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자신이 바다 속 산호가 된 것처럼 체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험을 한 참가자들이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이슈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

식하고, 더 관심을 쏟았다. 글로벌 시민성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

경에 대한 관심 및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조철기, 2013),

공감적 관점채택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효과적

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을 대상으로 한 사례처럼 이민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이민자가 겪는 문제나 이민자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편, Gehlbach는 다년간의 연구(Gehlbach, 2004; 2008; 2011; 2012)를

통해 사회수업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공감적 관점

채택은 학업 성취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사회적 인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그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인물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수업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보다 깊이 관여하도록 하고, 수업

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였다(Gehlbach, 2011). 따라서

교사들이 숙제나 프로젝트, 과제 등을 제시할 때, 공감적 관점채택의 방

법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Gehlbach, 2004). 특히, 사회 수업을 듣고

있는 5학년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 능력

이 향상된 학생들에게서 사회 과목에 대한 흥미와 학업 성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Gehlbach, 2008). 따라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해 다

양한 문화를 가르치는 수업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하면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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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관점채택으로 관점채택 대상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

이것이 문화에 대한 수업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이러한 학습은 또 다시

편견을 감소시켜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인한 편견 완화를 지속시킬 수 있

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Brown et al.(2017)은 초등학생들이

무슬림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무슬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국가와 문화에 대해 제대

로 알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은 편견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러나 홍봉선·아영아(201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

은 미국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가장 높고, 중국,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이전 연구들에서 학생들이 백인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글로벌 타자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는 결국 그들이 속한 국가에 대한 관심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Shemer(2012)는 이민자에 대한 고정관

념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효과를 조사하면서 이민자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히려 이민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미디어의 긍·부정적인 내용에 따라 이민자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민자와 관련된 내용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

요하며, 이는 다른 여러 매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내용에 영향을 받

지 않고 이민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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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적 관점채택과 공간적 관점채택: 타인의 시선으로 공간

보기

관점채택은 크게 공감적 관점채택과 공간적 관점채택으로 나눌 수 있

다. 공감적 관점채택이 타인과의 오버랩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

태를 이해하는 것이었다면, 공간적 관점채택(spatial perspective-taking)

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물체를 바라보는 것이다(Erle and

Topolinski, 2017). Stoltman(1990)은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위해 초등 지

리교과에서 해야 하는 일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제시한다. 서로 다른 세계와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의 시각적 관점을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도 효

과적이며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Tversky and Hard, 2009).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해 공간을 바라보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에 적합한 방법이다(Haigh, 2002).

Mitchell and Elwood(2012)도 지리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을 위한 방법

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수업을 제시한다. 그들은 이러한 접근이 페미니

스트, 반인종차별주의,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강의와 학습에 효과적일 것

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여

성이라는 5가지의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한 장소를 해석하고 지도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겪는 불평등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게 하였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

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였다. 김민성(2017)도 공

간적 시민성의 적용을 위해 장애인 시각으로 대구 근대화 골목 주요 지

점들의 탐방 경로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

들이 익숙하게 보던 공간들을 다른 시각에서 봄으로써 다양한 입장을 반

성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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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장소를 바라보는 행위는 공간적 관점채택과 연

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공간적 관점채택은 한 개인과 사물 간의 공

간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어떤 공간 내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그의

시선을 상상하여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다(Kessler and Wang, 2012). 이

러한 공간적 관점은 어떤 절대적인 축에 의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

니라 비교적 상대적이며, 보는 사람과 관계된 물체의 위치에 따라 다르

게 표현될 수 있다(Surtees et al., 2013). 이러한 공간적 관점채택은 다

른 사람의 관점을 취해야 하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기중심적 관점

과는 달리 추가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적 위치

에서 사물의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실제 위치와의 각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반대 방향이 될수록 인지적인 시간과 노력이 든다(Duran

et al., 2001).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위치를

판단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자신의 시선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시선에서 보이는 공간을 이해하려는 동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Tversky and Hard, 2009).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공간적 관

점채택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장소를 해석하는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

지를 보이는 것으로, 지리수업에서 해당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

게 만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구경꾼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할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Conson et al., 2017).

그렇다면 자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Erle

and Topolinski(2017)는 공간적 관점채택은 신체상(body image)을 다른

사람의 물리적 위치에 놓는 정신적 변환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심리적으

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

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공간적 관점채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공감적

관점채택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odd and Galinsky(2012)는 자

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을 일으키는 요인을 연구하면서 편견이 낮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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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특별한 지시가 없다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취

해 물체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자

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흑인 남성이 테이블에 앉아 있고, 테이블 위에

는 병과 책이 놓여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책의 위치를 설명하도록 하

였다. 이 때 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에 프라이밍된 사람들은 사진 속 타인의 시선으로 책의

위치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프라이밍을 통해 감소된 편견이

다른 집단 구성원의 시각적 관점을 쉽게 취하도록 했다는 것을 암시한

다. Todd et al.(2015)에 따르면 자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은 감정에 따

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불안한 감정을 가진 참가자는 특

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참가자보다 타인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

서 물체의 공간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Conson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공간적 관점채택은 관점을 취하는 대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 고등학생 참가자들은 관점채택의 대상이 성인일 때보다 청소년일 때

타인의 시선에서 물체의 공간관계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점채택의 대상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가

공간적 관점채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Mohr et al.(2010)

은 성별에 따른 공간적 관점채택 능력을 비교하면서,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방향을 판단할 때, 관점을 취하는 대상의 성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여성은 공간적 관점채택의 대상이

자신과 같은 성인 여성일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물체의 방향을 인지하

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공간적 관점채택 능력이 사회적, 감정적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성들은 공감 능력이 높기 때

문에 공간적 관점채택 과제를 이행하면서 관점채택 대상에게 유사성과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점채택 대상에 대한 공감이 자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을 일으키는 요

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공감적 관점채택을 통해 어떤 대

상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면, 그 대상의 공간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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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공간적 관점채택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rle and Topolinski(2015)는 보다 직접적으로 공간적 관점채택과 공감

적 관점채택 능력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공감적 관점채택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물체의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는

공간적 관점채택 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그들은 참가자들의 공감적 관점

채택 능력을 측정한 뒤, 물건을 전후좌우로 회전하였을 때의 모습을 맞

히도록 하는 여러 문항의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테스트의 정답

률은 공감적 관점채택 능력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수학적 지능과

같은 일반적인 지능과는 관계가 없었다. 특히 공감적 관점채택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회전 테스트에 대한 응답의 정확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응답의 속도도 빨랐다. 또한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물체 자체를 회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

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공간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많은 이점을 가

지고 있는데 Wraga et al.(2000)은 물체의 배열을 회전시키는 것보다 물

체를 바라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상하는 것이 공간적 재배열을 용이하

게 한다고 하였다. Kozhevnikov et al.(2006)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2층짜

리 대학교 건물의 실험실에서 출발하여 복도를 따라 몇 개의 문을 지나

1층을 내려갔다가 다시 실험실로 돌아오는 과제를 주었다. 이 때 공간적

관점채택 전략을 사용한 집단은 지름길을 더 잘 찾았고, 경로를 따라가

며 만난 랜드 마크들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Kessler and

Wang(2012)은 사회적 기술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위치

를 표현할 때 타인에게 자신을 투영시키는 과정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공간적 관점채택 과제를 잘 해결한다고 하였다. Mattan et al.(2016)은

글로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간적 관점채택 수행 능력이 높다

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빠

른 속도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이는 물체의 방향을 판단하였고, 정

확도도 높았다고 한다.

한편 Erle and Topolinski(2017)는 공간적 관점채택이 공감적 관점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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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타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참가자들에게 사진 속 물체의 위치를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하는

과제를 주었을 때, 사진 속에 나온 인물의 시선으로 위치를 표현한 사람

들이 그 인물과 자신의 유사성과 호감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공간적 관점채택도 공감적 관점채택과 같이 외집단에 대

한 편견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과 공간적 관점채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

Surtees et al.(2013)은 다른 사람의 위치를 전제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자기 순환은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 관련이 있는지 추

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공간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시선에서 보

이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Tversky and Hard,

2009).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유발된 자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은

글로벌 타자의 관점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동시에 그들의 눈에서 바라보는 장소를 이해하는 활동을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이 다른 사람

의 입장에서 공간을 바라보려는 행위를 얼마나 유도하는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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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1: 초등학생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연구 1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시민은 다양

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Oxfam, 2015) 비판적 글로벌 시민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부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받는다(Andreotti,

2006). 이러한 부정의를 일으키는 것 중 하나는 편견이다. Oxfam(2015)

에서는 7-11세 수준의 글로벌 시민성 교육 내용 중 하나로 학생들의 편

견을 알아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민성 교육은 다양성을 중

시하고,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

들이 이민자와 같은 외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는 언어, 종교, 인종과 같은 성질로 구분되며, 거주

인구와는 덜 친숙한 특징이 있다(Berry, 2001).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

로자를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 정의하고, 초등학생들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 같은 인종일지라도 국적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심우엽, 2010; Brown, 2011 등)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

해보았다. 이러한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편견 실태와 공감적

관점채택을 어떤 대상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 방법

1)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수도권 소재 A, B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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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6학년 39명의 총 70명(남학생 37명, 여학생 33명)이다. 설문 참가자

들의 일가친척 중에 외국인은 없었으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학생들이었다. 또한 참가학생들은 일상생활 중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

로자와 접촉하는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참가 학생 중 3개월 이상의 해

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도 없었다. 참가자들의 동일 학년 중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학급에도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도구

평가 대상은 중국인, 베트남인, 미국인, 유럽인 근로자, 그리고 국적이

제시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이다. 해당 국적은 2016년 통계청에서 실시

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 중 다수를 차지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선정

하였다. Brown(2011)이 이민자들에 대한 어린이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국의 이민자에 대한 인적 설명 자료와 사진을 따로 제시한 것과

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에 간단한 설명(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

라에 와서 일을 한다.)만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설명 자료가 학생들이

형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미지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들은 ‘깔끔하다.’, ‘친절하다.’, ‘똑똑하다.’, ‘열심히 일한다.’, ‘정직하다.’, ‘행

복하다.’의 단어가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를 얼마나 잘 설명하

는지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

다(예: ‘중국에서 온 중국인 근로자는 똑똑하다.’, ‘외국에서 온 외국인 근

로자는 깔끔하다.’).(부록 1)

이는 편견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 명시적 평가의 방법으로, 형용사

로 주어진 속성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 평가 방식은

어린이의 외집단 편견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예: Bennett

et al., 1988; Doyle and Aboud, 1995; Reizábal et al., 2004).2) 본 연구에

2) 명시적 평가와 같은 자기보고식 평가보다는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암묵적

평가(implicit measure)가 편견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왜

냐하면 명시적 평가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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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Bennett et al.(1998)이 어린이의 외집단 편견을 알아보기 위해 사

용한 12개의 단어 ‘깔끔하다.’, ‘친절하다.’, ‘똑똑하다.’, ‘열심히 일한다.’,

‘정직하다.’, ‘행복하다.’, ‘더럽다.’, ‘불친절하다.’, ‘게으르다.’, ‘정직하지 않

다.’, ‘불행하다.’ 중 6개의 긍정적인 형용사 ‘깔끔하다.’, ‘친절하다.’, ‘똑똑

하다.’, ‘열심히 일한다.’, ‘정직하다.’, ‘행복하다.’를 속성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들의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초기 연구들에서 사용한 Clark and

Clark(1947)의 인형실험과 같은 속성 평가는 대체로 대상에게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Aboud and Amato, 2008). 그러나 어린이들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Davey, 1983)

본 연구에 해당되는 11세 이상의 어린이는 부정적인 형용사에는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Bigler et al., 2001; Rutland et al., 2007,

Munniksma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형용사만을

도출하여 설문에 적용하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부정적인 응답은 피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Kosic

et al., 2005),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이 다른 집단에 느끼는 긍정적

인 감정을 알아보는 것이 편견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Abelson et al., 1982; Dovidio et al., 1989; Gaertner and McLaughlin,

1983; Pettigrew and Meertens, 1995). 제시된 단어들은 어린이들에게 다

른 국가나 민족 집단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언급한 단어들

로 어린이들이 속성을 부여할 때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용어들이다

(Bennett et al., 1988). 본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값이

묘사하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Dunton and Fazio, 1997). 하지만 암묵적 평가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까닭

에 명시적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의식적인 통제 하에 일어

나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Devine, 1989).

또한 Rutland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암묵적 평가 방법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는데 보다 정확성을 보였지만, 6～12세 집단의 어린이들에게서는

명시적인 평가와 암묵적인 평가의 결과가 비슷하였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명

시적 평가가 학생들의 편견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65 -

0.891로 문항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과정

학생들의 편견 측정은 수업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여 실시하였다. 책

상 간의 간격을 두고 책상 사이에 가림판을 사용하여 타인의 응답에 영

향을 받지 않는 개별적인 응답 환경을 조성하였다. 학생들이 외국인 근

로자를 평가할 때, 이민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전체, 예를 들어 미

국인 근로자가 아닌 미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평

가 전 평가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평가지에도

간단히 제시하였다. 가장 처음에 국적이 제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였다. 이후 중국, 베트남, 미국, 유럽

에서 온 근로자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국적이 제시되는 순서는 학

생마다 임의로 배정하였다. 평가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

문이 끝난 뒤, 학생들에게는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젤리 1개를 제

공하였다.

2. 결과

어린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평가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적에 영

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국적(중국, 베트남,

미국, 유럽)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6가지 속성(깔끔하다, 친절하

다, 똑똑하다, 열심히 일한다, 정직하다, 행복하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가설 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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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 제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떠올렸을 때 학생들의 평가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깔끔

하다

친절

하다

똑똑

하다

열심히

일한다

정직

하다

행복

하다
F값
p값

3.43 3.84 3.47 4.11 3.74 3.23
F=9.38

p<.001
(0.77) (0.91) (0.74) (0.94) (0.96) (0.94)

Scheffe test 
열심히 일한다. > 똑똑*, 행복*, 깔끔*

정직, 친절 > 행복*

Note. 숫자는 평균값(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점수는 1(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그렇

다.)까지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p<.05

각 속성별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평가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F(5,

414)=9.38, p<.01). 사후분석 결과 ‘열심히 일한다.’는 속성은 ‘깔끔하다.’,

‘똑똑하다.’, ‘행복하다.’보다 높게 평가하였다(p<.05). 행복감에 대한 평가

는 ‘열심히 일한다.’, ‘정직하다.’, ‘친절하다.’와 같은 항목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와 같이 초등학생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성과 정직함, 친절함과 같은 속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심우엽(2010)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다문화 아동을 평가할 때 성실함에

가장 높은 평가를 준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반면, 행복감은 다른 속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즉 학생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

품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지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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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국적이 제시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그들의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종합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미국

인(M=3.87, SD=0.59)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유럽인(M=3.81,

SD=0.61), 베트남인(M=3.51, SD=0.73), 중국인(M=3.29, SD=0.71)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표Ⅲ-2).

<표Ⅲ-2>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미국 베트남 유럽 중국 국적 없음
F값

P값

3.87 

(0.59)

3.51 

(0.73)

3.81 

(0.61)

3.29 

(0.71)

3.63 

(0.65)

F=8.70

p<.001

Scheffe test 
미국인 > 베트남인*, 중국인**

유럽인 > 중국인**

Note. 숫자는 평균값(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점수는 1(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그렇

다.)까지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p<.05, **p<.01

특정한 국적을 제시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명시한 경우(M=3.63,

SD=0.65)는 중국인, 베트남인 근로자보다는 높게 평가하였으나, 미국, 유

럽인 근로자 보다는 낮게 평가하였다.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OVA)

결과,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F(4. 345)=8.70, p<.0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적별 사후 검정(Scheffe's post-hoc test) 결

과,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베트남인과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

가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베트남인: p<.05, 중국인: p<.01). 베트

남 근로자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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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중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국적의 근

로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의 속성별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속성별로 국적마다 유의미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p<.0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속성별 평가 결과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속성별 평가

속성

국적
깔끔

하다

친절

하다

똑똑

하다

열심히일

한다

정직

하다

행복

하다

미국
4.00a 3.80a 3.89a 4.01a 3.84a 3.73a

(.681) (.809) (.713) (.807) (.715) (.797)

베트남
3.41b 3.64a 3.43bc 3.84ab 3.57ab 3.21b

(.771) (.869) (.734) (.973) (.910) (.946)

유럽
3.89a 3.86a 3.80ab 3.93ab 3.74a 3.64a

(.733) (.804) (.651) (.729) (.811) (.901)

중국
3.26b 3.14b 3.36c 3.57b 3.26b 3.19b

(.829) (.905) (.817) (.972) (.793) (.856)

국적 없음
3.43b 3.84a 3.47bc 4.11a 3.74a 3.23b

(.772) (.911) (.737) (.941) (.958) (.935)

Note. 숫자는 평균값(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점수는 1(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그렇

다.)까지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위 첨자는 사후분석결과 국적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p<.05), 같은 알파벳 첨자끼리 해당 속성 내에서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알파벳이 두 개 기재된 경우, 양 집단 모두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사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6가지 모든 속성에서 미국인 근로자는 상

위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중국인 집단은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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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로자의 경우 상위그룹에 속해있거나, 두 집단 모두에 속해있었다.

베트남인 근로자의 경우 친절함은 상위 집단에, 성실함과 정직함은 양쪽

집단에, 똑똑하다는 중위 집단에, 행복감과 깔끔함은 하위 집단에 속해

있었다.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태도는 속성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부

속성은 미국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친절하다.’ 항목의 경우

중국인 근로자만이 유일하게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현재 서

비스직에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이들을 만난 경험에서 비롯된 평가일 가능성이 있

다. 한편 미국인 근로자는 모든 항목에서 상위 그룹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적의 근로자와 함께 상위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

다. 하지만 중국인 근로자는 모든 항목에서 하위 그룹에 속해있는데다가

단독으로 하위 그룹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수치상으로도 모든 속

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등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미국과 유럽과 같은 백인 집단을 크게 선호

한다기보다는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구 결

과가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년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학년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5, 6학년 모두 국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으며, 미

국, 유럽인을 베트남인, 중국인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학년: F(4. 190)=2.77, p<.05, 6학년: F(4. 150)=8.37, p<.01)(표Ⅲ-4). 또

한 사후 분석을 통해 국적별로 학년에 따른 평가 차이를 살펴본 결과, 5

학년 학생들은 미국인 근로자와 중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유의미한 인식

의 차이를 나타냈다. 6학년 학생들은 미국과 유럽인 근로자를 베트남, 중

국인 근로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5학년보

다 6학년에서 백인 선호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적에 따

른 학년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수치상으로는 6학년이 5학년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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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럽인 근로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베트남, 중국인 근로자는 부정

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미국: F(1,

68)=0.11, p>.05. 베트남: F(1, 68)=1.012, p>.05, 유럽: F(1, 68)=1.491,

p>.05, 중국: F(1, 68)=0.71, p>.05).

<표Ⅲ-4> 학년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국적

학년

미국 베트남 유럽 중국
국적

없음

F
p

Scheffe test 

5학년
3.87

(0.68)

3.59

(0.80)

3.73

(0.71)

3.36

(0.73)

3.72

(0.67)

F=2.77
p=.029

미국>중국*

6학년
3.89

(0.47)

3.42

(0.64)

3.90

(0.43)

3.22

(0.68)

3.53

(0.63)

F=8.37

p<.001

미국, 유럽

>중국*,베트남*

Note. 숫자는 평균값(표준편차)를 나타낸다. *p<.05

3. 논의

연구 1의 결과, 초등학생들에게 국적은 외국인을 평가하는데 주요 요

소로 작용하였다.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유럽 출신 근로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근로자는 비교적 부정적

으로 평가하는 편견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평가할

때,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지 아닌지가 판단의 지표로 사용된

다는 심우엽(2009)의 주장과 일부 상통한다. 또한 미국, 유럽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초등학생들의 백인 선호 현상(노경란·방희정, 2009;

이상희 외, 2012)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임도경·김창숙

(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 중국인, 동남 아시아인에

게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결과와 비슷하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일

부 국가에 대한 편견이 초등학생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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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서도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나타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인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보다 중국인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인 근로자의 경우, 일부 속성에서는 미

국이나 유럽인 근로자와 구분되는 평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럽인

근로자의 경우, 미국인 근로자와는 달리 모든 속성에서 상위그룹에 포함

되지 않았고,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

다. 노경란·방희정(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선호가

황인, 백인, 동남아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학생

들이 황인인 중국인 근로자보다 동남아인인 베트남인 근로자를 더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외국인으로서의 인종 선호와 이민자인 외국

인 근로자로서의 인종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인종으로만 알아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흑인인 미국인을 제시할 경우 인종과 국적 중

어느 것이 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후속 연구에서 더 알아볼 가치

가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떠올렸을 때, ‘열심히 일한다.’나 ‘정

직하다.’와 같은 속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똑똑하다.’와

‘행복하다.’ 같은 항목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외국인 근로자는 열

심히 일하는 비교적 성실한 사람이지만, 지적 능력이 있고 깔끔한 차림

새와는 거리가 있으며 타지에 있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

사>에 의하면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 중 전문직, 관리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약 30%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는 전체 약 70%가량

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학력자 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200

만 원 이상 임금 근로자의 비중 역시 57.3%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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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다

(51.0%). 하지만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는 일(9.3%)과 전문적 지식을 요

구하는 일(8.0%)에 종사하는 경우도 약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

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 사회

과 교과서에는 이민자를 문화의 차이에 따라 차별받는 대상으로만 그리

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모습을 인지하고, 이

들이 느끼는 감정을 차별에 고통 받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수치 및 다양한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중국인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재중동포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 백지원(2011)의 연

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중

국인 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3)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외

국인 근로자로 대표되는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심어줄 필

요가 있다. 중국인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해

고착된 부정적 이미지가 토착민과 중국인 이민자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치상

으로는 6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보다 중국인 근로자를 더 낮게 평가했

다. 따라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지에 주의를 기

울이고, 후속연구를 통해 그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많은 중국인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이나 조립직 등에 종사하고 있

고, 고학력자의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일부 속성은 실제 그들의 평균

적인 모습과 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생들이 중국인 근로

자의 평균적인 속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설문에서 제시된 속성이 그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3) <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중국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는 전체의 7.9%이며, 미국 및 캐나다

출신 근로자는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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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McCauley et al., 1995). 오히려 같은 속성

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에 따라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고, 모든

글로벌 타자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중국

인 근로자의 개개인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특징으로 일반화시

키려고 하는 경향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

을 확인했을 뿐,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중국

이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

가 앞에서 살펴본 경제적 우위에서 오는 우월감에서 비롯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

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 중 하나로 미디어의 영

향을 고려할 수 있다. Schemaer(2012)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에

많이 노출될수록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미

디어에서 비춰지는 중국인 이민자의 모습은 대체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

다.4)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중국인 근로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인 근로자가 국내 이주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부

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Alba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집단의 규모에 대한 인식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서유럽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이민자 인구를 실

제보다 훨씬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졌다(Strabac, 2011). Brown et al.(2017)은 무슬림에 편견

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영화『황해』,『청년경찰』,『범죄도시』등은 한국계 중국인들을 범죄를 저지

르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어, 중국동포단체들은 일부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를

촉구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17.11.01.).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포털사이트에

서는 조선족의 연관 검색어로 ‘범죄’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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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슬림의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며, 그들이 미국인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 제시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인구

구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모두 지리교육의 내용이다. Oxfam(2015)이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위한 지리교육의 역할로 실제적 문제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제시한 것과 같이, 이민자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관련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의 배경과 이민자

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편견 감소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인 이민자

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군락을 이루며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과 중국인 이민

자와의 갈등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들과 더불어 살며

더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과 그들의 삶터에 대한 공감을 통

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어들여야 할 것이다. 타자를 평등

하게 바라보는 것은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한 주요 요소이다. 지리교육

은 그들에 대한 공감을 키워 함께 공존하는 지역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

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다수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한 중국인 근로자가 그들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에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한국

계 중국인과 비한국계 중국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5) 경기도 안산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구로구 대림동, 가리봉동은 대표적인 중

국인 마을로, 중국인 거주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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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2: 공감적 관점채택이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1에서는 학생들이 중국인 근로자에게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학생들의 중국인 근

로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

용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은 노인(Galinsky and

Moskowitz, 2000), 흑인(Todd et al., 2012), 아시아인(Shih et al., 2009)

등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초등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학생들이 외국인(중국인) 근로자의 관점을 취

하면, 외국인(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적을 제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 연구 1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중국인 근로자의 관점을 취했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1. 연구 방법

1) 참여자

수도권 A, B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중, 연구 1에 참여

하지 않은 118명(남학생 66명, 여학생 52명)이 연구 2에 참여하였다. 참

여 학생들 개인의 다문화적 배경은 연구 1의 학생들과 동일하였다. 단,

남학생 1명이 2년 간 해외(호주) 거주 경험이 있었다. 학생들은 4개 집

단(2(외국인 근로자, 중국인 근로자) × 2(공감적 관점채택, 객관적 상상))

에 임의로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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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

⑴ 공감적 관점채택 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하기 위해 Galinsky and

Moskowiz(2000)의 특정 대상의 하루를 상상하여 글을 쓰는 방법을 채택

하고, 학생들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위해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Galinsky and

Moskowiz, 2000; Galinsky and Ku, 2004; Galinsky et al., 2008; Todd

et al., 2011)이다. 이 외에도 공감적 관점채택을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편견으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의 영상을 보면

서 그 영상 속 주인공이 되는 방법(김은향, 2012; Batson et al., 2002;

Dovido et al., 2004; Shih et al., 2009), 편견의 대상이 자신의 힘든 상황

에 대해 토로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음성 속 인터뷰 대상에 감정을 이입

하는 방법(Baston et al., 1997),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자신이 특정 사람

의 모습을 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Peck et al., 2013)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차별받는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 또한 공감적 관

점채택 연구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Dovido et al., 2004). 국내에

서는 김은향(2012)이 다문화 가정 아동이 차별로 인해 슬퍼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공감적 관점채택이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았

다. 그러나 Finlay and Stephan(2000)은 부당한 차별에 대해 노출시키는

방법이 편견에 반하는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동

시에 분노의 감정도 일으키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

서는 글로벌 타자들이 도움이나 동정을 얻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Young and Commins, 2002). 그런데 편견

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은 그들을 도움

이 필요한 동정의 대상으로 느끼도록 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영상이나

음성자료는 특정 상황에 한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포괄할 수 없으며, 시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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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방법도 실감나게 대상에게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

실 상황에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간단하면서도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특정 대상의 하루를 상상하여 글

을 쓰는 Galinsky and Moskowiz(2000)의 방법이 실제 수업에서 적용하

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Galinsky and Moskowiz(2000)의 경우, 사진(노인이 신문가판대 옆 의

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감적 관점채택의 대상(노인)을 제

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진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인종이나 국적 등)을 자유롭게 상상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사진 속 표정이나 의상과 같은 외적인 모습 등에서 직업이나 지위 등

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이미지를 나름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이 자유롭게 떠오르는 이미지에 의존하여 상상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시

하지 않고 그들의 하루를 상상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

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미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Galinsky and Moskowiz(2000)의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들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하여 글을 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에 대한 각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부록

2, 3, 4).

공감적 관점채택의 여부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전의 연구들(Batson et

al., 1997; Galinsky et al., 2008; Todd et al., 2011; Vescio et al., 2003)

에서 사용된 방법에 따라 학생들을 관점채택 집단과 객관적 상상 집단으

로 나누였다. 공간적 관점채택의 집단에게는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하도록 지시하였다.6) 한편, 객관

6) 공간적 관점채택을 지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Batson, 2009).

하나는 3인칭 시점에서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것(perspective–taking–other)이

고, 다른 하나는 1인칭 시점에서 자신이 타인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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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상(objective focus) 집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이나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시선에서 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에 대해 상

상하도록 하였다(표Ⅲ-5).

⑵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은 총 3가지 유형(속

성 평가, 이슈에 대한 태도 평가, 다문화 수용성)으로 제시되었다. 첫 번

째는 연구 1에서 사용한 평가로 6가지의 형용사가 외국인(중국인) 근로자

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평가하는 속성 평가이다(부록 1). 해당 평가 도

구의 Cronbach’s α값은 외국인 근로자 상상집단과 중국인 근로자 상상

집단이 각각 0.787, 0.815로 문항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시하는 설문이다. Brown(2011)의 연구에서도 어린이들의 이민자에 대

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민자의 특징을 평가하는 것 뿐 아니라 ‘불법

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이민

자 정책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Saucier and

Miller(2003)가 개발한 RAS(Racial Argument Scale)의 방식을 따랐다.

흑인에 대한 편견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RAS는 16개의 흑인과 관련

된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고,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

적인 결론을 낸 뒤, 이러한 결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Saucier and Miller(2003)는 기존에 인종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

던 명시적 평가 방법(예: Modern Racism Scale)과 암묵적 평가의 단점

을 제시하면서 편견을 측정하는 데에는 RAS와 같은 방법이 적합하다고

것(perspective–taking–self)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Finalay and Stephan, 2000, Galinsky et al., 2008,

Todd et al., 2011). 그러나 Batson(2009)은 방법에 따라 감정적, 인지적 측면에

서 차이가 나타나며, 1인칭 시점의 지시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더 동기를 일으킨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스스로를 외국인 근로자라고 상

상하는 1인칭 시점의 공감적 관점채택 지시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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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들은 RAS는 명시적 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자기보고식

평가와는 달리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낮고, 의식적인 통제

하에 나타나는 인종 차별적인 행동을 예측하기에 적절하다고 하였다. 지

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할 것

이며, 이와 관련된 이슈도 많아질 것이다. 학생들이 성장하여 이러한 이

슈에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이러한 이슈

에 어떤 성향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

로 RAS의 방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문항 형식은 이슈를 제시하고, 그 이슈

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RAS의 방식을 따랐다. 사

회적 이슈의 내용은 2013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2013년 체류외국인 실

태조사>의 내용과 신문기사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RAS는 16개

의 문항을 제공하였으나, 초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6개로 축소하였다.

이슈의 내용은 급여, 근로시간, 의사소통, 의료보험, 불법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구 조성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각 이슈에 대한 의견

중 절반은 해당 이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절반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부록 5). 그리고 학생들

은 이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표시하였다(1=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내

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슈에 대한 글을 읽고, ‘외국인 근로자

도 내국인과 같은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긍정적)에 동의하는 정도

를 표시하는 것이다. 문항 응답의 Cronbach’s α값은 외국인 근로자 상상

집단 0.809, 중국인 근로자 상상집단은 0.608으로 신뢰할 만할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문은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묻

는 것이다. 이 문항은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 조

사 문항 중 초등학교 4, 6학년용 다문화 수용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사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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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가지고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여러 연구가 실행되고 있

기 때문에(예: 구정화, 2015; 양영미·김진석, 2015) 공감적 관점채택 활동

이 편견을 감소시켜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주는지를 알아보는데 적절하다

고 판단되었다. 실제 다문화 수용성 문항은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의 문항들과의 통일성을 위해,

‘보통이다’ 항목을 넣어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1=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학생들은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

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

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

을 이성친구로 사귈 수 있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

혼할 수 있다.’의 5가지 질문에 5점 척도로 답하였다(부록 6). 요인분석

결과 3개 유형의 설문이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본 연구의 요인 구

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다문화 수용성 문항 응답의 신뢰도 측

정을 위한 Cronbach’s α값은 외국인 근로자 집단 0.880, 중국인 근로자

집단 0.875로 모두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⑶ 조작 변인 확인 도구

공감적 관점채택이 변인으로써 제대로 작용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odd et al.(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 상상 과제 후 다음

질문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활동을 하면서 나는 내가 외국인/중국인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기분이나 감정, 경험한 것을 상상하려고 노

력하였다.’의 질문에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7)

7) 공감적 관점채택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odd et al.(2011), Dovidio et

al.(2008)의 연구들은 참가자들에게 관점채택 대상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상

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7점 척도로 묻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Shih et

al.(2009)은 두 명의 심사자에게 참가자들이 쓴 글을 보고, 얼마나 자신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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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

학생들은 4개 집단(2(외국인 근로자, 중국인 근로자) × 2(공감적 관점

채택, 객관적 상상))에 임의로 배정되었다. 본 연구는 교실 수업 상황에

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감적 관점채택 연구들(예: Todd and Burger, 2013)이 개별적

공간에서 진행된 것과는 달리, 교실 수업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과제

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먼

저 실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실 앞

텔레비전에 나타난 화면을 본다. 화면에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시

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이후 집단별로 다른 지

시를 내린다.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에게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

람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여러분이

라고 상상해보세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는 어떤가요? 다음 질문에 응답하며 하루를 상상해봅시다.’라는 과제에

대한 안내 글을 한 화면에 한 문장씩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감정을 느껴보도록 지시하였다. 객관적

상상 집단의 과제 안내 글은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

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일자

리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는 어떤가

적 관점채택의 대상에 이입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영상을 보여주

고, 그 상황 속 주인공의 감정을 상상하여 글로 쓰도록 한 Shih et al.(2009)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이 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를 자유롭게 상상하므로, 학생들이 쓴 글을 통해 공감의 정도를 평가하기가 어

렵다. 따라서 Todd et al.(2011)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의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초등학생 수준에서 7점 척도의 응답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5

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이 관점채택 대상의 하루를 상상하는

에세이를 쓰는 방법을 사용한 Galinsky and Moskowiz(2000)나 Galinsky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별도로 공감의 정도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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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다음 질문에 응답하며 하루를 상상해봅시다.’라고 제시되었다. 추가

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입장이나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외국

인 근로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을 지시하였다(표Ⅳ-1). 이후 외국인 근

로자의 하루를 상상하기 위해 총 6개의 질문이 차례로 제시되었다.(부록

2)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에게 부여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② 나는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③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④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있나요?

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시계를 보니 몇 시인가요?

⑥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이 질문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 근무환경, 생활환경 등을 알 수 있

는 질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

리고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질문

속의 ‘나’는 외국인 근로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 질문마다 상기

시켜 주었다. 객관적 상상 집단에게는 ‘나’ 대신 ‘외국인 근로자’로 주어를

변경하여 질문을 제시하였다. 질문이 제시될 때마다 학생들은 설문지에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적었으며(부록 3), 모든 학생들이 응답 작성을 완

료하면, 다음 질문을 보여주었다. 상상의 과정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 83 -

<표Ⅳ-1>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상상 과제 지시문

외국인 근로자 중국인 근로자 

공감적 

관점채택 

상상 집단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한

국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여러분이라고 상상해보

세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

요? 다음 질문에 응답하며 하루를 

상상해봅시다. 외국인 근로자의 눈

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은 한

국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중국인이 여러분이라고 상상해보

세요. 한국에서 중국인 근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

요? 다음 질문에 응답하며 하루를 

상상해봅시다. 중국인 근로자의 눈

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객관적 상상 

집단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한

국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국

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는 어떤가요? 다음 질문에 응

답하며 하루를 상상해봅시다. 외국

인 근로자의 입장이나 감정을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

반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은 한

국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국

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의 

하루는 어떤가요? 다음 질문에 응

답하며 하루를 상상해봅시다. 중국

인 근로자의 입장이나 감정을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

반적인 중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중국인 근로자가 상상의 대상인 집단에게는 외국인이 중국인으로 대체

되었고, 다른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집단에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다

(표Ⅳ-1). 단 이미 국적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상상 집단

의 첫 질문인 국적을 묻는 질문은 생략하여 총 5개의 질문에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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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도록 하였다(부록2, 4).

학생들은 상상 과제를 수행한 뒤, 공감적 관점채택이 제대로 이루어졌

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3가지 유형의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과정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설문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에게 본 실험의 자세한 목적에 대해서

안내하고, 설문 결과를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얻었다.

2. 결과

1) 공감적 관점채택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2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해

보는 활동이 외국인 근로자의 편견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을 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이러한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공감적 관점채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질문에 외국인 근로자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M=4.27, SD=0.69)과 객관적 상상 집단(M=2.13,

SD=0.73)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t(58)=11.61, p<.01), 두 집단이 공감

적 관점채택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

국인 근로자 상상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공감적 관점채택 집단

M=4.17, SD=0.83, 객관적 상상 집단 M=2.39, SD=0.62, t(56)=9.09, p<.01).

상상 활동 후, 외국인 근로자 속성 평가, 이슈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

용성을 측정한 결과는 표Ⅳ-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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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 공감적 관점채택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 및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국인 근로자

속성 평가 

     공감적 관점채택 4.01 (0.54) 3.68(0.65)

     객관적 상상 3.55 (0.64) 3.30(0.44)

F=8.684, p=.005 F=6.511, p=.013

이슈에 대한 태도

     공감적 관점채택 4.21(0.41) 4.08(0.52)

     객관적 상상 3.59(0.79) 3.76(0.48)

F=14.853, p<.001 F=5.865, p=.019

다문화 수용성 

     공감적 관점채택 3.95(.71) 3.92(.83)

     객관적 상상 3.87(1.02) 3.58(.75)

F=0.123, p=.727 F=1.618, p=.116

Note. 숫자는 평균값(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점수는 1(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그렇

다.)까지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집단별 평균값에 대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감적 관점채

택 집단(M=4.01, SD=0.54)이 객관적 상상집단(M=3.55, SD=0.64)보다 외

국인 근로자를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F(1, 58)=8.684, p<.01).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중국인 근로자 집단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중국인 근로자 상상집단에서 중국인 근로자를 평가한 내용



- 86 -

을 살펴보면,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M=3.67, SD=0.65)이 객관적 상상집

단(M=3.30, SD=0.44)보다 중국인 근로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F(1,

56)=6.511, p<.05).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한 태도를 알아본 문항의 경우, 부정적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3

개 문항은 점수를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인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를 집단별로 비교해 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 상상 집단의 경우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M=4.21,

SD=0.41)이 객관적 상상집단(M=3.59, SD=0.79)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정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

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1, 58)=14.853, p<.01). 이

는 중국인 근로자 상상 집단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공감적 관점채

택 집단: M=4.08, SD=0.52, 객관적 상상집단: M=3.76, SD=0.48, F(1,

56)=5.865, p<.05).

한편, 다문화 수용성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높은 수용성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은 앞의 두 설문과는 다르게 집단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 상상집단에서 다문

화 수용성 점수는 수치상으로는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M=3.95,

SD=0.71)이 객관적 상상집단(M=3.87, SD=1.02)보다 높았지만, 이는 유의

미한 차이가 아니었다(F(1, 58)=0.123, p>.05). 중국인 근로자 집단 역시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M=3.92, SD=0.83), 객관적 상상집단(M=3.58,

SD=0.75)보다 수치상으로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F(1, 56)=1.284, p>.05). 두 집단에서 다문화 수용성 점수 자체가 비

교적 높아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외집단에 공감적 관점채택을 하

면 그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기존의 연구 결과(Dovidio et

al., 2004; Laurent, 2011; Todd et al., 2011)와 상통한다.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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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을 투영시키는 것이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연구 1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인 근로자가 공감적 관점채택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가설 2는 채택되었다.

2) 공감적 관점채택의 메커니즘 : 상상의 내용 분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통해 공감적 관점채택이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

다면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과제

수행 중 작성한 주관식 응답을 추가로 분석해 보았다. 학생들은 상상 과

제를 수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직업, 생활환경 등을 묻는 5～6

가지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의 유무

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응

답 내용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관계가 있는지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외국인 근로자 집단의 경우, 어떤 국가의 외국인을 떠올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받게 된다. 그 결과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국가는 미국이었고(56.6%, 17명), 아프리카,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상상 집단 역

시 미국(26.7%, 8명)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아프

리카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13.3%)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표Ⅳ-3).

국적에 대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유엔(UN)에서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인간 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응답한 국가를 분류하였다.8) 이 조사에서는

8) UN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국민

소득, 평균 수명, 교육 지수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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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1개국을 높은 인간 개발지수의 국가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상위 51개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나누고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라고 상상한 공감적

관점채택의 집단은 자신을 비교적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상상하였

다. 반면, 객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바라본 집단에서는 선진국으로 상

상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4.29, p<.05)(표Ⅳ-4).

<표Ⅳ-3> 집단별 상상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명, %)

국적 

계 미

국

아

프

리

카

필

리

핀

베

트

남

유

럽

캐

나

다

중

국

일

본

기

타

공감적 관점채택
17

(56.6)

3
(10)

2
(6.7)

3
(10)

1
(3.3)

2
(6.7)

0
(0)

0
(0)

2
(6.7)

30

(100)

객관적 상상 
8

(26.7)

4
(13.3)

4
(13.3)

4
(13.3)

1
(3.3)

2
(6.7)

5
(16.7)

1
(3.3)

1
(3.3)

30

(100)

Note. 기타 응답에는 브라질,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공감적 관점채택 집단 각 1명).

아프가니스탄(객관적 상상 집단 1명)이었다.

평가한 것이다. 2016년 기준 높은 인간 개발 지수를 획득한 상위 51개국은 노르

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독일, 덴마크,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아

이슬란드, 캐나다, 미국, 홍콩, 뉴질랜드, 스웨덴, 리히텐슈타인, 영국, 일본, 대한

민국,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

탈리아, 스페인, 체코, 그리스, 브루나이, 에스토니아, 안도라, 키프로스, 몰타, 카

타르, 폴란드, 리투아니아,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아랍에

미리트, 헝가리,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바레인, 몬테네그로, 러시아,

루마니아, 쿠웨이트 순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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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 공감적 관점채택 유무에 따른 상상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차이

선진국 그 외 

공감적 관점채택
20 10

4.29*
66.6% 33.3%

객관적 상상 
12 18

40% 60%

*p<.05

⑵ 외국인(중국인) 근로자의 직업

직업에 대한 문항(‘일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요?)에 대한 응답을 2017년 개정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 의해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Ⅳ-5과 같다.9)

표Ⅳ-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의 참가자들은 외국

인 근로자 혹은 중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할 때 통역가, 영어(중국어)

교사, 무역 관련 회사원, 항공사 직원 등 대부분 전문직이나 사무직, 관

리자에 종사하는 상황을 떠올린 경우가 많았다(외국인 근로자 상상 집단

56.6%, 중국인 근로자 상상 집단 70%). 특히 중국인 근로자 상상집단의

경우, 그들의 직업적 지위를 높게 평가한 학생은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

(70%)이 객관적 상상집단(7%)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객관적 시선에

서 외국인 혹은 중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한 경우에는 공사장 일, 공

장에서 단순 제품 조립 등 단순노무직의 모습을 떠올린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외국인 근로자 상상 집단 53.3%, 중국인 근로자 상상 집단

53.6%). 이는 Galinsky and Moskowitz(2000)의 연구에서 자신이 노인이

9) 직업 분류 항목 중 농림어업직에 해당하는 내용을 응답한 학생이 없어, 이

항목은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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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노인의 하루를 상상하는 글을 쓰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고정관념이 드러나지 않게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표Ⅳ-5> 상상된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 유형(명, %)

직업 

관
리
자

전
문
가

사
무
직

서
비
스
직

판
매
직

기
능
직

조
립
직

단
순
노
무
직

군
인 계

외국인 근로자

 공감적 관점채택 1 8 8 1 1 2 8 1 30
(3.3) (26.7) (26.7) (3.3) (3.3) (6.7) (26.7) (3.3) (100)

     객관적 상상 7 1 3 1 2 16 30

(23.3) (3.3) (10.1) (3.3) (6.7) (53.3) (100)

중국인 근로자

 공감적 관점채택 3 12 6 1 1 1 6 30

(10.0) (40.0) (20.0) (3.3) (3.3) (3.3) (20.0) (100)

     객관적 상상 1 1 4 2 3 2 15 28

(3.6) (3.6) (14.3) (7.1) (10.7) (7.1) (53.6) (100)

⑶ 공감적 관점채택에 따른 외국인(중국인) 근로자의 하루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 중 국적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문항에 응

답한 내용을 긍정, 부정, 보통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즉, 학

생들이 외국인(중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하면서 묘사한 그들의 직업,

근로시간, 주거 환경 등의 성격을 종합하여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긍정적

으로 분류된 응답은 소득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좋은 집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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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반면 부정적으로 분류된 응답은 힘든 일에

종사하거나 생활환경이 좋지 않는 등 편견과 고정관념이 드러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긍정이나 부정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평범하게 서술한

것은 보통으로 분류하였다. 10년 이상의 교직 경력과 사회 교과 관련 석

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3인이 응답 내용 분류에 참

여하였다. 긍정적으로 분류된 응답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모 항공사의 회장으로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점심으로는 스테이크를

먹었으며, 6시에 퇴근한다. 호텔 한 층을 사서 집으로 쓰고 있다.

- 통역관으로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점심으로는 스파게티를 먹고, 강남의 아파

트에서 살고 있다.

부정적으로 분류된 응답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점심으로 커피와

빵을 먹었으며 새벽 2시에 퇴근한다. 방이 1개 있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집

에 살고 있다.

- 공사장에서 벽돌이나 물건을 나른다. 점심은 삼각 김밥을 먹었고, 12시에 퇴

근한다. 옥탑 방에 살고 있다.

보통으로 분류된 응답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사람을 만나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한다. 점심은

한식을 먹었고, 9시에 퇴근한다.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점심은 도시락을 먹었고, 9시에 퇴근한다.

주택가에 살고 있다.

위와 같이 분류한 결과는 표Ⅳ-6과 같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인

근로자 모두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이 객관적으로 상상한 집단에 비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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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보다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외국인 근로자 집단: =7.09, p<.05, 중국인 근로자 집단: 

=22.024, p<.01). 특히, 중국인 근로자의 경우 두 집단 간의 상상한 내용

의 성향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평가하는 문항은 상

상된 내용과 관련성이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상상한 학생들이 부정적으

로 상상한 학생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F(2,

27)=12.475, p<.01)(그림Ⅳ-1). 또한 이러한 차이는 객관적으로 상상한 집

단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 27)=1.158, p>.05). 그리고 이

와 같은 양상은 중국인 근로자 상상집단에서도 나타났다(F(2, 27)=4.616,

p<.05).

<표Ⅳ-6> 집단별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의 내용

내용 성격(%)


긍정 부정 보통

외국인 근로자

7.09* 공감적 관점채택
16 10 4

53.3% 33.3% 13.3%

     객관적 상상
9 20 1

30.0% 66.7% 3.3%

중국인 근로자

22.024**
 공감적 관점채택

15 7 8

50.0% 23.3% 26.7%

     객관적 상상
0 21 7

0.0% 75.0% 25.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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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외국인 근로자 상상집단의 응답 내용별 외국인 근로자 평가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인 근로자 객관적 상상집단에서는 중국인 근로

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상상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신이

중국인 근로자라고 상상하면, 긍정적으로 상상한 비율이 매우 크게 증가

하였다. 이는 편견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대상을 투영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 1에

서 중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과 연관 지어 볼 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중국인 근로자를 떠올리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가

특정 국적을 제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집단보다 더 크게 작용하였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태도 문항이나 다문화 수용성 문항은 상상의 내용과 큰 연관성

이 없었다. 즉, 태도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경향성은 상상한 내용보다 공감

적 관점채택의 지시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1에서 학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연

구 2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는 검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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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관점을 취해서 그들의 하루를

상상하는 공감적 관점채택 활동이 외국인 근로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도

록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면

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

를 지니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1에서 가장 낮은 평

가를 받은 중국인 근로자의 관점을 취한 집단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

다. 즉, 공감적 관점채택이 초등학생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줄

이는 데 유효하게 작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는 Ward and Masgoret(2008)

의 연구에서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민자 정책에 대해 지지

한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공감적 관점채택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까닭은 ‘나는～’으로 시작

하는 다문화 수용성 문항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일으켰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Dunton and Fazio, 1997). 즉, 실제 자신의 생각보다 긍정적

인 쪽으로 응답을 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으

로 짐작된다. 2015년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패

널 조사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5학년 2.91, 6학년 2.83, 평균 2.87)와 비교

하였을 때, 본 연구의 점수는 그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였다. Shih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발생한 아시아인에 대한 호

감적 태도가 다른 인종인 흑인으로까지 전이되지는 않았었는데, 본 연구

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전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높아 공감적 관

점채택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넘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또래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으로는 연결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요

소를 배제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공감적 관점채택의 지시가 외국인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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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까닭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투영되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자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Prentice, 2000), 외국인 근로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

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평가하는 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상상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외국인 근

로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Todd and Burgmer(2013)의

주장대로 외국인 근로자와 자신을 동일시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연상하

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외국인 근로자 집단으로 투영되어 그

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떠올릴 때에도 공감적 관점채택의 집단은 자신을 선진국에서 온

근로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백인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하면, 외국인 근

로자 전체에 대한 편견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이라는 광범위한 범주가 아닌 기존에 편견을 가지고 있던 특정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은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감적 관점채

택의 대상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비슷한 다른 대상에게 전이되지 않는

연구도 있었으므로(Shih et al., 2009), 편견 감소를 위한 공감적 관점채

택의 적용을 위해서는 관점을 취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

요하다.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은 편견의 대상을 기존의 인식에

서 탈범주화(decategorization)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를

3D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전문직, 사무직 등 다

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상

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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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Maurer et al., 1995).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인해 활성화

된 긍정적 상상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상상 집단에서는 그들의 하루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상상하였더라도, 이것이 외국인(중국인) 근로자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객관적 상상집단의 학생들은 외국인 근

로자를 긍정적으로 상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외적인 사례로 하위유형

화(subtyping)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긍정적 상상이 집단

전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지는 못한 것이다(Ruthbart and John,

1985). 따라서 고정관념에 반하는 사례를 접하는 것 자체만이 대상에 대

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공감적

관점채택도 함께 수반되어야 고정관념에 반하는 사례를 접하는 것이 편

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Batson et

al.(1997)은 공감적 관점채택은 하위유형화를 일으키지 않고도 편견을 감

소시키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그들의 주

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일으킨다기보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반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갑철(2017)은 세계 지리 교과서에서 이주 및 이민자에 대해 서술된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민자를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공감적 관점채택을 통해 이주 근로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이민자의 다양한 패턴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에

서 이민자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학생들은 공감적 관점채택을 통해 이민자들의 다양한 패턴(개발도상

국에서 선진국으로 찾아온 경우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다른 선진국으로

온 경우, 또 개발도상국에서 이주하였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

는 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이슈에 대한 태도는 상상한 내용과 관계없이 다른 집

단에 비해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B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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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1997)의 연구에서 에이즈 환자, 노숙자, 살인자의 관점을 취하고

공감적 관심이 증가한 것처럼, 그들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외국인(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적 관심이 증가하여 외

국인(중국인) 근로자 집단에 대해 명시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과 타인을 오버랩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공감이 증가하여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추후 연

구를 통해 보다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은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성을 인식시킨 것 뿐 아니라, 그들과

자신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동일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여 긍정적인 태도

를 형성시키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Dovidio et al., 2004).

한편, 외국인 근로자보다 중국인 근로자를 상상한 집단에서 공감적 관

점채택 지시에 따라 상상한 내용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감정이입 없이 객관적으로 중국인 근로자를 바라본 경우는 부정적으

로 그들의 하루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긍정적으로 상상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상

한 집단보다 그들을 부정적으로 상상한 비율이 낮았다. 이는 관점채택

대상에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수록 자신과 대상을 동일시시키면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상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적 관점채택 과제가

기존에 편견이 있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완화해주는데 효과적

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형성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실험은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

기존의 실험 연구들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인한 효과가 시간이 지나

도 명시적, 암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Todd and

Galinsky, 2014). 김은향(2014)은 다문화 아동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를 4주 후 재측정 하였고, Todd and Burgmer(2013)는 흑인에 대한

암묵적 평가에 대한 지속을 24시간 후에, Batson et al.(1997)은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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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를 실험 후 1-2주 뒤에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실험에서

공감적 관점채택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형성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와 같은 패턴

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의 효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뒷

받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하는 것을 돕

기 위해 텔레비전 화면에 간단한 상황과 질문을 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어떤 상황을 상상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주어진

상황을 차분하게 상상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런데 후속 연구에서 해당

질문이 적힌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을 취해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위해 얼마나 노

력했는지를 측정했을 뿐, 학생들이 얼마만큼 외국인(중국인) 근로자에 자

신을 투영하고 공감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감의 정도를 보다 자세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감의 정도와 이에 따른 태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를 이용한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의 문화 다양성 이해, 5-6학년군의 문화의 공간적 다양성과 관

련된 내용에 적용가능하다. 언급한 주제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에 대한 편견 문제를 알아보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편견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에 대한 공감적 관점

채택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점검해보

고, 그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

다. 수업 중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감적 관점채택을 하는 활동을 통해 교

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그 대상을 가난으로 주로 묘사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우

리와 다른 문화(예: 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 이슬람 여성의 의복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로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

리카 사람들에게 공감적 관점채택을 한다면,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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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의 자원을 바탕으로 성공한 부호를

떠올릴 수도 있다.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학생들은 아프리카를 구호의

대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가난한 삶을 상상한 경우, 학생들은 그들의 어려운 삶에 공감

하여 그들이 처한 문제에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

고 이는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과 객관적 상상 집단이 받은 지시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단지 상상하는 시점의 차이일 뿐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작은 차이만으로도 태도가 달라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기지

만, 본 연구 결과는 간단한 지시만으로도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충분

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동의 의사를 묻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유

발하는 단순측정효과(mere-measurement effect)(Morwitz and Fitzsimons,

2004)나 긍정과 부정의 프레임의 차이로 선택이 달라지는 메시지 프레이

밍(message framing) 효과(Meyerowitz and Chaiken, 1987) 등은 말 한

마디의 차이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공감적 관점채

택 또한 마찬가지다.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지리수업에서 글로벌 시민성을 교육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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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3: 공감적 관점채택과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수업

연구 3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지리교육에서 편견을 감소시킬 뿐 아

니라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된 지리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파생적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Gehlbach(2011)은 공감적 관점채택이 수업에

동기와 참여를 조장한다고 하였다. 이에 공감적 관점채택이 글로벌 시민

성과 관련된 지리수업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 및 학습 동기

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글로벌 시민성을 위

한 수업으로 제안되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공간을 해석하는 활동과 관련

하여 공감적 관점채택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간적 관점을 취하도

록 유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Lin et al.(2005)은 다른 인종에 대해

편견이 낮은 사람들이 그 인종의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Erle and Topolinski(2015)는 공감적 관점채택 능

력과 공간적 관점채택 능력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감

적 관점채택이 학습 호기심 및 자발적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공간적 위치

를 설명하려는 동기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수업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의 다양한 활

용 방법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1. 연구 방법

1) 참여자

연구 3은 연구 1과 2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소재 A, B 초등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연구 1과 2에 참여하지

않은 5학년 29명, 6학년 30명, 총 5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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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남학생 31명, 여학생 28명). 학생의 일반적인 특징은 연구 1과 동

일하다.

2) 도구

⑴ 공감적 관점채택 도구

공감적 관점채택의 방법은 연구 2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단, 연구

2에서는 관점채택의 대상을 국적을 제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

인 근로자로 나눈 것과는 달리, 연구 3에서는 중국인 근로자만을 공감적

관점채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은 공감적 관점채택이나 객관적

상상 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임의로 배정받았다. 연구 2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하며 주어진 질문에 응답하는 과제를 제시

하였다(부록 2, 4).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은 자신이 중국인 근로자라고

상상하도록 하였고, 객관적 상상집단은 중국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모습

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연구 2와 마찬가지로 과제가 끝난 뒤, 학생들은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중국인 근로자에 감정이입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

문에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⑵ 중국인 근로자 평가 도구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은 연구 1과 2에서 사용된 속성 평가 방식

을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6가지 긍정적인 형용사가 얼마나 중국인 근로

자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응답하였다(부록 1).

⑶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 측정 도구

본 도구는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이 한 개인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개인의 문

화적 배경이 되는 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켜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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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계자료, 즉 위치, 언어, 인구, 수도, 면적 등의 정보가 서술된

3줄 가량의 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리고’ 라는 단어

로 끝을 맺어 이어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후

‘나는 이 글의 뒷부분이 궁금하다.’, ‘중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 ‘중국

에 대해 배우는 것은 흥미로울 것 같다.’, ‘나는 중국에 대해 책이나 인터

넷으로 찾아볼 의향이 있다.’의 4가지 질문에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부록 7). 요인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한 Cronbach’s

α값이 0.806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타나났다.

⑷ 자발적 공간적 관점채택 측정 도구

공간적 관점채택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물체의 공간적 관계를 이해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그의 시선을 상상하여 공간을 바라

보는 것이다(Kessler and Wang, 2012). 이러한 공간적 관점채택 문항은

Todd et al.(2012)의 연구에서 다문화주의에 프라이밍 된 사람들이 자발

적 공간적 관점채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Todd et al.(2012)은 테이블 위에 두 개의 물체

가 놓여 있고, 그 사이 한 사람이 앉아있는 사진을 제시하여 두 대상 간

의 공간적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리수업에

서 공간적 특징을 해석하는 데 활용될 공간적 관점채택의 측면을 고려하

여 주어진 그림의 내용을 일부 변형하였다. 즉, 우체국과 병원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보고, 우체국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

였다(부록 8).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병원을 기준으로 우체국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질문을 들은 학생들은

우체국의 위치를 자유롭게 응답하였다. 왼쪽으로 응답한 경우는 자발적

으로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의 공간적 관점을 취한 것이다. 반면 오른쪽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자신의 시선에서 공간적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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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왼쪽으로 응답할수록 자발적으로 공간적 관점채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적인 관계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오른쪽’, ‘왼

쪽’과 같은 단어보다 쉬운 단어인 ‘앞에’, ‘옆에’, ‘가까이에’와 같은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Mainwaring et al., 2003). 따라서 이와 같

은 중립적인 응답을 한 경우, 재차 정확한 방향을 묻지 않고, 중립적인

응답으로 처리하였다.

3) 과정

공감적 관점채택의 과제를 위해, 학생들을 2개의 집단(공감적 관점채

택, 객관적 상상)에 임의로 배정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하는 과제를 연구 2의 방법에 따라 제시하였다. 공감적 관점채택 집

단에게는 자신이 중국인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그(그녀)의 하루를 상상하

도록 하였다. 객관적 관점채택 집단에게는 일반적인 중국인 근로자의 하

루를 떠올리도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거나 그들

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표Ⅴ-1). 학생들은 화면을 보고

주어진 5가지의 질문(직업, 업무 내용, 식생활, 근로 시간, 주거 환경)에

자유 응답식으로 답하였다(부록 2, 4).

연구 2와 마찬가지로 공감적 관점채택 활동이 수업에서 적용될 것을

고려하여 수업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자

리에 앉아 상상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때 다른 사람의 응답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가림판을 올리고 책상 사이에 간격을 두었다.

해당 과제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상상이 끝나면, 학생들은 얼마

나 중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였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연구 1과 2에서 사용된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속성 평가를 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중국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글을 읽고, 중국에 대해 얼마

나 더 알고 싶은지에 대해 묻는 4개의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수행한 설문지를 교실 밖에

있는 연구자에게 한 명씩 차례대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학생들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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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를 제출할 때, 연구자가 학생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공간적 관점채택

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

것은 다른 학생의 대답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설문은 학생들의

교실이 아닌 별도의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설문이 끝난 학생은

본인의 교실로 돌아가도록 하여, 공간적 관점채택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학생들과 질문의 답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모든 설문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에게 본 실험의 자세한 목적에 대해서

안내하고, 설문 결과를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앞의 두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젤리 1개를 제공하였다.

<표Ⅴ-1> ‘중국인 근로자의 하루’ 상상 과제 지시문

공감적 

관점채택 

상상 집단

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중국

인이 여러분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한국에서 중국인 근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다음 질문에 응답하며 하루를 상상해봅시다. 

중국인 근로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객관적 상상 

집단

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의 하루는 어떤가요? 다음 질문에 응답하며 

하루를 상상해봅시다. 중국인 근로자에 입장이나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중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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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본 연구는 공감적 관점채택의 동기 유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 공감적 관점채택이 특정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 및 자

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공감적 관점채택의 처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아본 질문에 공감

적 관점채택 집단(M=4.17, SD=0.84)과 객관적 상상 집단(M=2.43,

SD=0.62)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t(57)=8.983, p<.01), 두 집단이 공감적

관점채택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M=3.67,

SD=0.66)이 객관적 상상집단(M=3.29, SD=0.42)보다 중국인 근로자를 더

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F(1, 57)=6.704, p<.05)(표Ⅴ-2). 즉, 공감적 관

점채택이 관점 채택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한다는 것이 연구

2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Ⅴ-2> 공감적 관점채택에 따른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평균 표준편차 F p

공감적 관점채택 3.67 0.66

6.704 0.012

객관적 상상 3.29 0.42

1)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 유발 효과

중국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학습 동기를 알아본 결과는 표Ⅴ-3과

같다. 중국인의 관점을 취해서 중국인의 하루를 상상한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M=3.64, SD=0.77)은 객관적으로 상상한 집단(M=3.17, SD=0.62)보

다 중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57)=6.55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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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3> 공감적 관점채택과 학습동기

평균 표준편차 F p

공감적 관점채택 3.64 0.77
6.558 0.013

객관적 상상 3.17 0.62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과 학습 동기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중국에 대한 학습 동기를 예측하는 요소

였다(β=.40, p<.01). 즉, 편견이 낮은 학생일수록 중국에 대해 알고자 하

는 관심이 비교적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Lin et al.(2005)의 아시

아인에 대한 편견이 낮을수록 아시아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진다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이 학습 동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2) 자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 유발 효과

연구 3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공간적 관점채택의 동기를 일으켰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병원을 기준으로 우체국의 위치를 설명하도

록 하였다. 그 결과 표Ⅴ-4와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의 조건에 따라 위치

를 판단하는 시선이 다르게 나타났다(그림Ⅴ-1).

<표Ⅴ-4> 공감적 관점채택 조건에 따른 자발적 공간적 관점채택

조건

방향

계 

타인 중심 자기중심 중립

공감적 관점채택 20 (69.0) 7 (24.1)   2 (6.9) 29 (100)
7.685*

객관적 상상 10 (33.3) 17 (56.7) 3 (10.0) 30 (100)

Note. 숫자는 빈도(%)를 나타낸다.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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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1> 공감적 관점채택에 따른 자발적 공간적 관점채택

즉, 공감적 관점채택 조건의 학생들은 객관적 상상 조건의 학생((1,

N=59)=7.685, p<.05)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우체국의 위치를 설명하

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공감적 관점채택의 지시 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의

공간적 관점을 채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

답을 얻기 위해 공감적 관점채택의 지시, 학생들이 중국인을 평가한 내

용 및 학습 동기와 공간적 관점 선택 여부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공간적 관점채택의 지시 뿐 아니라 중국

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β=10.469, p<.01)가 자발적 공간적 관점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국인 근로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공간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취할 가능성이 높았

다. 공감적 관점채택이 편견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편견의 감소가 자발적

인 공간적 관점채택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

택 집단이 자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을 일으킬 것이라는 가설 3-2는 입

증되었다.



- 108 -

3. 논의

연구 3은 글로벌 시민성을 위한 지리수업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을 활용

하여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탐색

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Oxfam(2015)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은 글로

벌 시민성 교육의 주요 요소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을 제시한

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학습은 다른 문화에 대해 알고

자 하는 의지가 수반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공감적

관점채택이 그러한 역할, 즉 다른 나라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의지 및

관심을 유발하는지 알아보았고, 연구 결과 그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공감적 관점채택은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켰고, 이렇

게 완화된 편견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

와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가지게 된 관심은 관점채택의 대상과 관련

된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Gehlbach et al.,

2008). 즉, 연구 3의 결과와 같이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

이 중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중국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

가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른 문

화에 대한 이해는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Brown et al., 2017). 그리고 이렇게 감소된 편견은 다시 중국에 대한 학

습 동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

민성을 함양하고 이러한 관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대한 수업을 할 때,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한다

면 학생들은 편견 없이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 나

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나라 중국에 대해 공부하기 전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 활동을 한다면, 관점을 취한 중국인 근로자의 문화적

배경이 궁금해지면서 흥미롭게 수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동기

부여가 된 상태에서 그들의 문화를 알아보면 해당 문화 학습에 대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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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와 흥미가 형성되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감

적 관점채택을 통해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는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중국, 일본)에 대해 학습하는 단원이 제시되어

있다. 가까운 나라와의 상호의존 관계를 탐구하고, 그들의 지리적 특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국 및 일본에서 이주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국가별 선호도를 알아본 심우엽(2010)의 연

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중국인보다 일본인을 더 선호하지 않는 경향

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위치적, 관계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동남아시아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나라에 대해 알아보는 단

원에서 이러한 편견의 부분까지 함께 다루어준다면 보다 의미 있는 학습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 3에서 학습 동기 유발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내용 중 특

정 국가에 대한 일반적 설명 대신 이민자에 대한 정보(예: 이주의 배경,

이민자가 겪는 문제 등)를 제공하였을 때도,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이 해

당 정보에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3에서 중국인 근로자

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이 중국에 대한 관심을 이끈 것과 같이 공감적

관점채택은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이슈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데 효과적

이기 때문이다(Paul and Bauer, 2013). Gehlbach et al.(2008)은 한 국가

(예: 프랑스, 나이지리아, 중국)의 입장을 취해서 인권, 환경, 국제적 갈등

과 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논하는 과제가 해당 글로벌 이슈에 더 관심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Gehlbach(2011)는 한 인물에 대한 공감적 관점

채택이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에 보다 깊이 관여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Todd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흑인의 관점을 취해 그들의 하루를 상

상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예: 동성결혼, 낙태, 인종차별

등)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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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애를 실천하고 글로벌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

연 외, 201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자료 대신 글로

벌 이슈, 즉 이민자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해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중국에 관해 더 알아보

고자 하는 의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려는 의

지도 일으켰다. Haigh(2002)는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위한 지리수업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활동을 제시한 바 있다. 자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은 이와 같은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다. 자발적으

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체화될 용의

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스스로 취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공간을 해석하기 위한 준

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행위는 위와 같은 활동의 동기가 부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어진 그림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연구자가 주어

진 그림 속 사람의 시선에서 공간적 위치를 응답하는 것을 유도한다고

생각하고 대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Tversky and

Hard(2009)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또한 Conson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주어진 사진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공간적 관점채택의 여부가 달라졌다. 따라서 실험 참가자가 단순히 사진

속에 등장한 사람의 존재를 실험의 의도와 연관시켜 응답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험 과

제로 제시된 그림에 중국인을 상징하는 요소를 배제시켰다. 실험에 참가

한 학생들이 처음에 중국인의 하루를 상상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공

간적 관점채택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앞선 상상 과제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그

림 속에 제시하였을 경우, 응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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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공간적 관점을 채택한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즉, 특정인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은 그의 시선에서 공간을 바라보려는 동기를 더욱

직접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Mitchell and Elwood(2012)는 글로벌 시민성을 위한 지리수업에서 익

숙한 공간을 다른 사람의 렌즈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장소감을 해

석해보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타인에게 체화되어 그들의 시선에서 공간을 효

과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이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고 느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활동은 공감적 관점채택

과 연계시키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활동 전에 공감적 관

점채택을 하면 인지적, 감정적으로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

어 중국인에게 공감적 관점채택 활동을 한 뒤, 중국인의 시선으로 자신

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차이나타운과 같은 곳을 해석하면서 서로 다른

장소감을 탐색하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10) 이 때 외국인 근로자뿐 아

니라 난민, 장애인 등 소외된 사람들의 시선에서 장소가 주는 의미를 파

악하고, 같은 경관이라도 어떤 시선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활동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를 재

정비해 보는 활동과 같이 장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보는 수업에

서도 공감적 관점채택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 때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

국인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한 뒤, 그들의 시선에서

길 찾기 등의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Erle and Topolinski(2015)는 공감적 관점채택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간적 관점채택 과제를 잘 해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기본적

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적 관점채택 능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공감적 관점채택 과제는 편견을 낮추고 공감적 관점채택 능력을 높여 학

생들에게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공간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

1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6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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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감적 관점채택과 공간

적 관점채택은 서로 연결되어 선천적인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시공간

적, 심리적 관점이 다른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Erle and Topolinski, 2017).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 명백하게 효과적인 전략이다

(Tversky and Hard, 2009). 따라서 공간적 관점채택이 자발적으로 발생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발적인 공간적 관점채택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

된 질문은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공감적 관점채택이 다른 사람에게

체화되려는 의지를 유도한다는 일종의 가능성을 검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이 공간적 관점채택을 유도하는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더욱 많은 종류의 공

간적 관점채택 과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

구와 반대로 편견의 대상의 시선에서 공간적 관계를 설명하는 과제를 여

러 번 실시하고, 그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관점채택 간의 관계가 더욱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을

실시하였으나 다른 국가를 적용하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를 검증

한다면, 이를 다양한 수업에서 더욱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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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 지리수업에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공감적 관점채택의 적용 방안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연구 1에서는 학생들이 중국인 근로자에게 비

교적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이 중국인 근로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편견을 줄여주는 것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중국인 근로자에 공감적 관점채택을

하면, 그들의 문화적 배경인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

각으로 공간을 바라보려는 의지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1. 공감적 관점채택의 적용을 위한 단원 구성: 글로벌

타자를 사례로

공감적 관점채택은 상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경험

하면서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은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유효하다. 따라서 글로벌 타자를 주제로 한 단원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편견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는 것

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학습하는 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할 수 있는 초등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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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로벌 시민성 단원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본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글로

벌 시민성 단원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Oxfam(2015)에서 제시한 편견과 관련된 글로벌 시민성 교육 내용 중

우리나라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1세 수준을 살펴보면, 표Ⅵ-1과 같다.

<표Ⅵ-1> 7～11세 수준 글로벌 시민성 교육 내용(Oxfam, 2015, 16-21 재구성)

대영역 중영역 내용

지식

이해

사회 정의와 평등 ․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정체성과 다양성

․ 자신의 경험 범위를 넘어선 문화와 사회의 

다양성

․ 다른 문화가 우리 삶에 기여하는 것

․ 편견, 인종 차별 및 성 차별의 특징과 이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

 기능

비판적, 창의적 사고

․ 편견과 의견을 구분

․ 대체 가능성을 상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공감

․ 타인의 감정을 고려한 행동의 조정

․ 지역 및 더 먼 맥락의 사람들과 공감

․ 편견과 차별의 영향 이해

자기 인식, 반성 ․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의 이유를 탐구

협력과 갈등 해결 
․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

하고 타협

가치

태도

사회 정의와 평등에 대한 

헌신 

․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 정의감

․ 세계 행사와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

인간과 인권 존중
․ 편견과 차별에 도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신념

가치 다양성 
․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듣는 것의 이점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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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am(2015)이 제시한 글로벌 시민성 교육 내용 중 지식과 이해 영역

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편견에 맞서 싸우는 것을 가르치도록

한다. 기술 영역에서는 자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반성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 태도 영역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편견에

도전하며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초등학생

수준의 글로벌 시민성 내용은 다른 사람의 관점 이해, 편견에 대한 반성

및 공감 등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공감적 관점채택은 타인의 관점

을 취한다는 면에서 Oxfam(2015)이 제시한 초등학생 수준의 글로벌 시

민성 내용을 교육하기에 적절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Oxfam(2015)은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의 역할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탐구

및 참여, 지리적 기술을 위한 실제적 문제 및 데이터 제공, 다양성과 정

체성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성 단원의

내용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연구 1에서는 학생들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으

므로, 지식 영역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평등하게 바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능 영역에서는 자신의 태도

를 반성하고 글로벌 타자와 관련된 부정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해석(정보 처리 능력)도 기

능 영역의 학습 요소가 될 수 있다.

공감이나 사회적 정의 등은 많은 연구에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의 요소

로 중요하게 강조된 것으로 연구 2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의 효과가 이러

한 요소들을 키워주는 데 효과적인 것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성 단원에는 공감, 사회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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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능 영역에서 공감적 관점채

택을 이용해 타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도 다룰 수

있다. 한편 글로벌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3의 결과에 의하면 공감적 관점채택은 학습 동기를 일으켜 문화

관련 내용 요소들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며, 타자의 시선에서 장소를 바

라보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를 유도한다. 따라서 가치 태도 영역에서 다양

한 장소감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장소를 바라보는 시

각을 키우는 것들이 단원의 주요 내용 요소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Oxfam(2015)dl 제시한 7～11세 수준의 글로벌 시민성 교육 내용

과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단원의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보았다(표Ⅵ-2).

<표Ⅵ-2>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단원의 내용 요소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문화 다양성 

글로벌 이슈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정보 처리 능력

글로벌 타자에 대한 공감 

장소감

사회적 정의 

단원 구성을 위해 도출한 내용 요소들은 Machon and Walkington

(2000)이 지리교육과 시민성이 공유하는 가치, 개념, 기능으로 제시한 내

용과도 일부 상통하고 있다. 제시된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 이해 영역에서는 문화 다양성과 글로벌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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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먼저 글로벌 시민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

는지를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Lambert, 2002). 이때 문화 다양성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

할 수 있다. 글로벌 이슈는 글로벌 타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타지에서 어

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민자, 전쟁 난민, 가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

람들과 같이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먼 사람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 제대

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다. 공감적 관점채택은 관점채택 대

상을 둘러싼 것들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연구 3

을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 이해 영역 측면에서 공감적 관

점채택은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되어 주어진 내용에 더욱 깊이 관여하도

록 조장할 것이다.

기능 영역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정보 처리 능력으로 구성하였

다. 비판적 사고는 문화적 다양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글로벌 타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원인을 밝히며, 자신의 편견을 반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은 글로벌 타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정보 처리 능력은 이민

자 현황과 같은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민자들의 인구 구성과 같은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접하

고, 그들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민자에 대한 위협을 줄

여 편견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효과적이다(Brown et al., 2017; Strabac,

2011). 연구 1에서는 학생들이 이민자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학생들이 그들에 대한 편견을 반성하고 분

석하는 동시에, 이민자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민자

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감적 관점채

택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안을 분석하며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는

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나, 문제 해결력과 같은 기능을 학습하는데 효

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Morgan(2002)은 지리교육을 통해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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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소외된 입장을 고려

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반대로 고통 받는 사람들(강제 이주자)은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을

기존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도전하게 하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능

동적인 시민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Winter(2006) 역시 지리교육과정에서는

배제된 관점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벗어나 글로벌 타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안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치 태도 영역에서는 글로벌 타자에 대한 공감과 장소감,

사회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연구 2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외국인 근

로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택은 사회 부정의를 민감하게 받

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공감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

울 것이다. 또한 연구 3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한 학생들이 자발적으

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공감적 관점채택으로 그들의 생활을 상상하며 공감하는 것 뿐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고 그들이 느끼는 장소감을 경험하는 활

동을 전개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장소감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부여와 장소에

대한 애착과 같은 것으로, 장소에 대한 지식과 같은 인지적 영역과 태도

및 선호와 같은 감정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Semken and Freeman,

2008).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장소감을 개인 및 집단이 가지

는 장소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과 감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한 장소에

대한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구체적으로 3-4학년군에서의 장소감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마

을 지도를 그리고, 친구들과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지역에 대해 느끼는

서로 다른 생각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제시된다(표Ⅳ-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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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 2015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 내 장소감 관련 내용 요소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3-4학년 5-6학년

장소와

지역
장소

모든 장소들은 다른 장소와 차별되는 

자연적, 인문적 성격을 지니며, 어떤 

장소에 대한 장소감은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양하다. 

마을(고장)

모습과 장소
-

이러한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편견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어떤 장소

에 대한 잘못된 지리 지식은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장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5-6학년군에서는 장소감과 관련 활동이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이민자 거주 지역에 대한 장소감을 추가해 볼 수 있다.

즉, 세계화에 따른 이민자 유입으로 변모한 장소를 이민자의 시선으로

살펴보며, 그 곳의 장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를 둘러싼

문제(예: 원주민과 이민자와의 갈등 등)를 해결해보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과 같은 감정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한 이선화(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위험 지역의 범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업 지구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상업 지구 내 일부

구역만을 위험 지역으로 인식한 반면,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상업 지구 전체를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주거 지구 주

민들이 외국인 주요 거주지인 상업 지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그 지

역 자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는 것에서 비롯된다. 만약 주거 지구

주민들이 상업 지구에 있는 외국인 혹은 원주민의 입장에서 그 장소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해당 장소에 대한 편견

이 감소될 수 있으며, 그 지역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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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시선을 취해 느낀 장소감은 여러 시각에서 해당 장소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Haigh(2009)는 이러한 활동

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장소가 서로 다른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지를 고려하게 하면서 글로벌 시민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편견을 감소시키고(연구 2)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물리적 환경을 바라보려는 의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연구 3). 따라서 위와 같은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소감과 관련된 수업 전반에서의 공감적 관점채택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취해 장소를 해석하고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을 규정한 뒤, 이 문제

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은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그들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공존의

방법을 찾는 데에 있다. 즉, 글로벌 타자를 단순히 편견 문제로만 접근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다. 글로벌 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이해

를 통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그들의 입장에 대

한 공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게 된다.

이는 타 문화에 대한 관용만을 강조하는 기존 사회과 내 글로벌 시민성

영역의 문제점(이승연 외, 2015)을 해결하고 글로벌 타자와의 연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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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적 관점채택 적용을 위한 단원의 차시 구성

앞 절에서는 글로벌 타자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민성 단원의 내용

요소를 구성해보았다. 본 절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 전략의 적용을 중심

으로 글로벌 시민성 단원이 어떤 차시들로 구성될 수 있을지를 제안하였

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타자의 이해와 관련된 내

용을 3-4학년군의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단원에서, 5-6학년군의 ‘지

속가능한 지구촌’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3-4학년군에서는 문화 다양성

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이나 차별의 문제를 탐구하

고, 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5-6학년군

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글로

벌 타자들을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이는 기존의 교육과정 내용이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이라는

현상 자체를 살펴보는데 주력해왔던 점과 다르다. 또한 장소에 대한 탐

구를 통해 지리적인 요소를 보강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이나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

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하나의 성취기준(중단원)이 6～7차

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5-6학년군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시민성

교육내용을 글로벌 타자와 관련시켜 7차시의 수업으로 구성하여 보았다

(표Ⅵ-4). 대주제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공감적 관점채택의 방법은 각 차시별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한 두 차시에만 집중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다(표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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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Ⅵ-4>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단원의 차시 구성

주제 주제의 주요 내용 차시 차시별 학습활동 

더불어 

살아

가는 

공간

글로벌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

하는 방법 찾기 

1 장소 경관의 변화 모습 탐색하기

2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이해하기

3 다양한 시각으로 장소 탐색하기

4~5
장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 

알아보기 

6~7
글로벌 타자와 더불어 사는 장소의 미래 

모습 탐색하기 

<표Ⅵ-5> 차시별 공감적 관점채택 적용 방안

차시 차시별 학습활동 공감적 관점채택 적용 방안

1 장소 경관의 변화 모습 탐색하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가 되어 하루를 

떠올려 보기

2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이해하기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는 외

국인 근로자의 관점 취하기

3 다양한 시각으로 장소 탐색하기
장소에 살아가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장소에 

대한 느낌 나누기 

4~5
장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 알아보기 

여러 가지 입장이 되어 문제점에 대한 의견 

나누고, 해결 방안 찾기 

6~7
글로벌 타자와 더불어 사는 장소의 

미래 모습 탐색하기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함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만들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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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는 장소 경관의 변화 모습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변화된 장소의

모습을 통해 세계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

으로 같은 장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상점의 변화, 외국어가 늘어난 간판 등을 살펴보며 세계화로

인해 장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산

역 주변 다문화 거리의 20년 전 모습과 현재 모습을 제시하고, 사진을

통해 이 장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예상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민자들의 유입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

으로 이민자 이슈를 끌어낸 뒤, 이민자들의 수, 국적, 종사 업종 등의 통

계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은 학생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내 외

국인 근로자의 학력이나 직업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

성의 인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여러 종류로 하위 그룹화시켜 그들에 대

한 고정관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감적 관점

채택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하루를 상상해보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민자의 현황을 탐색한 뒤 그들의 하루를 상상해보면, 연구 2의 결과처

럼 그들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느끼고, 그들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민자 집단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차시는 다문화적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이해

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문화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나 일정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이

슬람 문화와 같이 다른 문화권에 거주하면서도 유지하려는 고유의 문화

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이 때 다양한 문화를 존중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왜 그들이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 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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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지리적 특성,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어

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차시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

을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을 취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교리를 따라야

하지만 쉴 틈 없는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학

생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상상하며 그들이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간접 체험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교리를 유

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때 할랄 산업과 같은 새

로운 산업의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차시는 다양한 시각으로 장소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거주 지

역과 같은 다문화적 장소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탐색하는 공간적, 공감적

관점채택 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지도의 거리보기 기능을

활용하면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공간을 탐색해 보는 수업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 과정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보 기

기의 활용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 자신의 시선으로 느낀 장소

감과 그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예: 중국인)의 시선으로 느

낀 장소감을 비교해보면서, 그 장소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본

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장소가 지니는 장점, 그리고 그 안에서 일

어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교육과

정에서는 이민자 유입에 따른 갈등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장소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장소를 다각도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3차시와 관련된 교수 학습 과정안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

루고자 한다.

4～5차시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활동이다.

4차시에서는 문제점을 찾고, 5차시에서는 해결 방안을 탐색해 보도록 구

성하였다. 1～3차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장소 경관의 변화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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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지 예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그 장소

에 살아가던 원주민과 이민자와의 갈등이나, 이민자가 새로운 터전에서

적응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 문제들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각 문제점을 찾을 때 원주민이나 이민자, 그리고 주변인들의 관

점을 취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간 살던 동네

에 해외 이주자들이 늘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원주민의 감정에 대해 짧은

글 써보기, 타지에 온 이민자들이 같은 국적의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생각해 보기, 이민자들이 차별받는 사례를 이민자의

입장에서 읽어보기 등의 공감적 관점채택 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

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교사는 다문화가 정착된 나라 혹은 도시의

사례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

다. 학생들은 다문화가 융합된 성공 사례로서의 장소를 탐색하며, 다 함

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그것이 실현된 장소는 어떤 모

습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6～7차시는 글로벌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장소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새로운 장소의 경관을 예상하고 만들어 보

는 것으로, 바람직한 글로벌 장소의 미래 모습을 꾸며보는 내용이다. 차

시 수업을 위한 활동으로 마을 지도 만들기를 해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의 마을은 새로운 장소를 설정할 수도 있고, 기존의 장소를 선정하여 경

관 바꾸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장소가 선정되면, 먼저 그 장소에서 살아

가는 한국인들은 어떤 모습의 장소를 원할지 상상해 볼 수 있다.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국적을 설정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학생들은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의 모습을 지도에 구현해 본다. 이 때, 전 차시에서 파악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반영되어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적 장소의 탐색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타자와 더불

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써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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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각 차시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강

조하는 5가지 핵심역량인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

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1, 3차시에서는 정보 활용 능력을, 2차시에서는 비판적 사고

력을, 4, 5차시에서는 문제 해결력 및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6, 7차시

에서는 창의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다.

3.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한 지리수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림동은 서울에서 가장 큰 외국인 주거지이자 최

근 십여 년간 중국인 거주 지역으로 급격히 변화된 장소이다. 현재 이곳

에서 중국어로 된 간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래 대림동에

살던 주민들과 한국 사람들에게 대림동은 상당히 이질적인 공간이다. 그

러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중국계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에서 살아

가는 안식처이자, 중국과 한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서지수, 2012).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장소감의 차이를 학습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어 보았다. 대림동과 같이 글로벌화된 장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적 관점채택은 장소감의 차이를 인식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2절에서

구성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단원 내용 중 3차시에 해당하는 ‘다

양한 시각으로 장소 탐색하기’ 활동을 대림동을 사례로 구체화시켜 보았

다(표Ⅵ-6). 본 수업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의 방법을 적용하여 같은 장

소라 하더라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장소에 대한 해석이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Haigh(2002)는 지리수업에서 세계화 수업을 하는 방법 중 하나로

Gold et al.(1993)의 연구를 제시하였다. Gold et al.(1993)은 한 광산 도

시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수업을 전개하였다. 웨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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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산 도시로 현장 학습을 간 학생들은 언론인이 되어 경관과 환경을

살펴보고, 도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 때, 학생들

이 맡은 언론인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광산도시의 긍

정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쇠퇴의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이 광산도시 옆에는 새로운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어떤 성격의

언론인을 맡느냐에 따라 이 새로운 산업 단지와 광산도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쇠퇴의 증거를 찾는 학생들은 인근에 생긴 새로운 산업 단지

로 인해 주민들은 산업도시로 이주하였으며, 광산도시는 산업단지에 출

퇴근하기 위한 사람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기 위해 모이는 슬럼화된 장

소라고 묘사하였다. 반면 상승 기조를 찾는 학생들은 광산도시를 새로운

산업단지가 불과 20분 거리 안에 위치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묘사하였

다. 즉,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도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모습

을 보였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도 같은 장소를 각기 다른 시선으로 보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통해 장소의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표Ⅵ-6>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한 글로벌 시민성 단원의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나라를 찾아라! 

• 10개국의 서로 다른 차이나타운 사진 살펴보기 

 - 몇 개의 나라를 찍은 사진일까요?

 - 우리나라에도 사진 속 장소와 비슷한 지역이 있을까요?

 - 이런 곳을 지나간다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 학습 문제 안내 

다양한 시각으로 장소를 살펴봅시다. 

◎ 학습활동 안내

 [활동 1] 미국 로스앤젤레스 탐색하기 

 [활동 2] 서울 구로구 대림동 탐색하기

5

㉶ 사진(PPT) 

※ 차이나타운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

하여 사는 지역 

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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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 활동 1. 미국 로스앤젤레스 탐색하기 

• 이주 한국인의 눈으로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 살펴보기 

 -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된 나를 상상해봅시다.

 - 구글 지도를 이용하여 정해진 장소(한인타운)의 모

습을 살펴보고, 이 곳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상상

해 봅시다. 

 - 장소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 해 봅시다. 

• 미국인의 눈으로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 살펴보기 

 - 한인타운이 생기기 전부터 그 곳에 살고 있던 미국인인 

나를 상상해봅시다.  

 - 구글 지도를 이용하여 장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곳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 장소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 해 봅시다. 

• 한인타운의 의미 생각하기

 -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은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10

㉶ 인터넷 지도

※먼저 한글로 

된 간판을 보여

주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 나의 시선

에서 다른 사

람의 시선으로 

자연스럽게 확장

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2

◎ 활동 2. 서울 구로구 대림동 탐색하기

• 나의 눈으로 대림동 탐색하기 

 - 인터넷 지도의 거리뷰를 통해 대림역 주변의 거리를 

살펴봅시다. 

 -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 이 장소를 보며, 느낀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봅시다. 

 - 포스트잇에 적은 내용을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 봅시다. 

• 중국인의 눈으로 대림동 탐색하기

 - 한국에 일을 하러 오게 된 중국인인 나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 인터넷 지도의 거리뷰를 통해 대림역 주변의 거리를 

살펴보며, 나의 하루를 떠올려 봅시다. 

 - 이 장소를 보며, 느낀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봅시다. 

 - 포스트잇에 적은 내용을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 봅시다. 

• 나와 중국인의 눈을 비교하기

 - 포스트잇에 적은 내용을 비교해 보며, 장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해 봅시다. 

10

㉶ 인터넷 지도 

※학생들이 중

국인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간단한 

상황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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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의 학습 주제는 ‘다양한 시각으로 장소를 살펴보기’로, 장소는

해외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 대림동, 광

진구 자양동이나 안산 단원구 원곡동, 인천 남동구 논현동 등으로 설정

할 수 있다. 다문화 거리의 경관을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탐색하면서 장소에 가진 편견이나 위협감 등을 해소시키고자 하였다. 본

수업에서 예로 든 장소는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의 대림역 부근이다. 인

천의 차이나타운도 중국인 거주 지역으로 대표되긴 하지만, 조성된 역사

가 비교적 오래되었고 관광지화 되어 거부감이나 위협감을 느끼기는 어

려운 곳이다. 반면, 대림동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인 거주 지역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때로는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을 겪는 곳이기

도 하다. 따라서 본 학습 주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림동을 사례

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인의 시선에서 대림동을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적인 경관과 다른 장소를 이질적으

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곳이 편안한 안식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본 수업은 동기유발, 전개, 정리 순으로 진행되며 문제 해결 학습의 단

계에 따른 전개도 가능하다. 먼저, 동기 유발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10

개국의 차이나타운(뉴욕, 싱가포르, 인천, 런던, 요코하마, 파리, 시드니,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요하네스버그)의 사진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여준

사진들이 총 몇 개국의 사진인지를 맞혀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 장소들

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른 도시라는 것을 밝히고, 왜 서

로 다른 나라들에서 같은 모습을 한 장소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

정리

◎ 정리 및 차시예고 

• 학습 내용 정리

 -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해 봅시다. 

• 차시예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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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이주자들이 국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공간을 조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전개 활동은 크게 2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활동 1에서는 대

림동에 대한 중국인의 장소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타운을 살펴보는 활동을 실시한다.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상황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인 한인 타운을 탐

색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구글 스트리트뷰 기능을 사용하여 한인 타운을

살펴보고, 이 장소가 주는 느낌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로스앤젤

레스에 사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장소를 바라보고,

이 장소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상상해본다.

활동 2에서는 본격적으로 대림동 탐색을 해 본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

음 등 거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지도 사이트를 활용하여 대림역 12번 출

구 부근을 살펴본다. 이 때 처음에는 공감적 관점채택을 하지 않은 자신

의 시선에서 장소감을 살펴본다. 이 장소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포스트

잇에 써서 칠판에 부착해 본다. 교사는 수집한 포스트잇을 긍정적인 내

용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누어본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한국에 이주하게 된 중국인으로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그 중국인의 시선으로 이곳을 다시 탐색해보도록 한다. 이

때 중국인을 구체적으로 중국계 한국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다시 한 번 이곳에 대한 느낌을 포스트잇에 적고 칠판에 부착해본다. 교

사는 이 내용들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고, 처음 자신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와 장소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본다.

정리 활동에서는 대림동은 어떤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대림동만

이 가진 장점과 또 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지 간단

하게 이야기 해 보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선에서의 장

소감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낯설고 이질적인 장소에 대한 태도를 긍정

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수업은 인터넷 지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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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소와 이슈 등을 수업에서 다루면서 Oxfam(2015)이 글로벌 시민

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의 역할로 제시한 것들(지리적 기술을 이용한

실제적 문제의 제공, 다양성과 정체성을 다루는 것, 이슈에 대한 참여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 활용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력과 같

은 사회과 핵심 역량 등을 함양하게 하는 부분들도 고려하였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타자에 대한 공감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의 글

로벌 시민성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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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전략으로 공

감적 관점채택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사례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글로벌 타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상

황에 공감하는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감적 관점채택의 전

략을 사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공감적 관점채택이 글로벌

타자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체화되어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자발적 공간적 관점채택을 유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

국, 미국, 베트남, 유럽, 그리고 국적을 제시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깔끔하다.’, ‘친절하다.’, ‘똑똑하다.’, ‘열심히 일한다.’, ‘정직하다.’, ‘행복하

다.’의 6가지 형용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똑똑하다’, ‘행복하다’와 같은 속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

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그들의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

로 평가했는데, 미국인 근로자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유럽인,

국적을 제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인, 중국인 순으로 높게 평

가하였다. 특히, 다른 국적의 근로자에 비해 중국인에게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집계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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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바꿔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편견이

줄어들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중학생이 되어서 이러한 편견이 고착,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적절한 반편견 교육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특정 모습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외

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의 다양성을 인식

하게 해야 한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인 근로

자에게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감적 관

점채택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을 4개 집단(2(외국인 근

로자, 중국인 근로자) × 2(공감적 관점채택, 객관적 상상)에 임의로 배정

하였다. 그리고 모든 집단의 학생들에게 5～6개의 질문에 답하면서 외국

인(혹은 중국인)의 하루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이 때 공감적 관점채택 집

단에게는 자신이 외국인(중국인) 근로자라면 어떤 하루를 보낼지 상상하

도록 지시하였다. 객관적 상상집단에게는 일반적인 외국인(중국인) 근로

자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상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 및 중국인 근로자 상상집단 모두 자신이 외국인(혹

은 중국인)이 되어 하루를 상상한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의 학생들이 그

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그들을 둘러싼 이슈를 판단할 때, 외

국인 근로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

견을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도 함께 측정하였으나 집단에 관계없

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이

다문화 수용성으로 이어지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은 자신을 미국 등의 선진

국에서 온 사람으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자의 직업, 근무 환경

및 주거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상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에 대

한 긍정성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중국인 근로자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은 대부분 그들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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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긍정적으로 상상한 것에 비해, 객관적 상상 집단은 고정관념이 드

러나게 상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공감적 관

점채택은 학생들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글로벌 타자의 문화에 대

한 호기심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을 2개의 집단(공감적 관

점채택, 객관적 상상)으로 나누고, 연구 2에서 실시한 중국인 근로자의

하루를 상상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감적 관점채택 조건의

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더 많은 지적 관심과 호기심 및 학습 의지를 내비

쳤다. 또한 특별한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물의 공간적 관계

를 설명하는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 공감적 관점채택 조건의 학생들이

자신이 아닌 그림 속 인물의 시선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다른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다른 사

람의 시선을 취하려는 의지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감적 관점채택을 적용한 지리수업을

논의해 보았다. 세계화로 나타난 다문화적 장소를 중심으로 장소의 변화

모습, 그 장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장소의 역사, 서로 다른 장소

감, 장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소의 미래 모습 등을 학습하는 단원을

구성하였다. 이 때 연구 2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차시에 공감적 관점채

택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3의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 장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수업, 그리고 글로벌 타자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수업 등을 구안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

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인 근로자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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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거주 지역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러한 상황과는 반대로 그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

요하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근로자(이민자)에 편견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리교육에서는 중국인 근로자를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타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리수업에서는 공

감적 관점채택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자신을 투영시킨 간단한 행동은 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

이를 이끌어냈다. 이제까지 여러 연구들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

는데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다문화 교육의 자료들은 여러 차시를 할당하

고, 다양한 수업 자료를 투입해야 했다. 하지만 공감적 관점채택은 간단

한 지시와 학생들의 상상력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크게 소

모되지 않아 교실 상황에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공감적 관점채

택은 편견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업 전략이 될 것이다.

셋째, 공감적 관점채택은 다른 문화나 장소감을 학습하는 동기유발 전

략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공감적 관점채택은 관점채택 대상에 관심과 그

들의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적 동기

는 학습 태도 및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글로벌 시민성 교육과 관련된 내용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

는 부분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가

수반된 학습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글로벌 시

민성 요소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공감적 관점채

택은 다른 사람의 시각적 관점에 체화되려는 의지를 일으켰으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인 장소감을 학습할 때에도 적절

한 수업 전략이 될 것이다. 이때, 장소를 글로벌 장소로 선정하고,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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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시민성 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수업에서의 공감적 관점채택은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언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140만을 넘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우

리나라 사람들은 국적이 다른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경향

이 강하며(김남석, 2014),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생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다. 최근 지리교육에서의 글로벌 시민성 교육은 글로벌 타자에 대한 정

의를 실현하는 비판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김갑철, 2016b; 김

민성, 2013; 한희경, 2011.). 따라서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글로벌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글로벌 시민의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지리교과는 글로벌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크게 지니고 있으며

(조철기, 2013b), 적절한 수업 전략이 수반된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시민

성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줄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외집단 편견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 아

동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왔다(예: 김은향, 2012; 심우엽, 2010 외).

그러나 글로벌 타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지지 않았다. 학생들의 또래이자, 실제로 교실에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며, 훗날 그들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의견을 내는 위치

에 있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

른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갈등 없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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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자를 비롯한 글로벌 타자에 대한 편견이 어린 시

절부터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타인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훗날 외국인 근

로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폐쇄적 혹은 자기

민족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균형 잡힌 시선에서 접근할 수 있도

록 도와줄 것이다.

현재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타자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성취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편견의 사례

를 부각시켜 그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갈등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경

향이 있다.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3, 4학년군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

하고, 편견을 갖지 않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내용을 편성하여 다문화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학

습한 5, 6학년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존 방식의 글로벌 시민성 교육 내용 및 방법이

학생들의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5, 6학년군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 중 하나로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글로벌 타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외에 외부 매체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접하게 되며, 이 중에서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들

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 장소감을 5, 6학년 수준으로 확대시켜 글로벌화된 장소를

해석하는 수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장소를 통해 그 속에 살

아가는 글로벌 타자를 이해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차별의 사례

를 찾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수업 방법보다 훨씬 지리적으로 글로벌

시민성에 접근하는 방법일 것이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글로벌 타자 이해를 위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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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시민성 관련 내용이 학년 말인 2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

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성상 교과 마지막에 이를수록 시수와

진도를 맞추느라 차시를 통합하거나 축소시켜 가르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학년 말 학생들의 집중도를 고려할 때, 해당 차시가 내실 있게 운영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시민성 교육이 다루어지는 차시

를 말미에서 중간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내용

이 도덕적인 당위성의 측면으로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글로

벌 타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Barber et al.(2013)

의 연구에 따르면 각국 청소년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국가 특성의

차이보다 학교 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민자와 민주주

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보다는 학교가 집단 간의 관용을 증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

육이 글로벌 타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 역사와 성향에 관계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편견이 없는 글로벌

시민을 기르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제시한 공

감적 관점채택은 글로벌 타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뿐 아니라 다양한 문

화의 이해, 타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등의 글로벌 시민성 요소

들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자연물에

대한 공감적 관점채택이 환경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고 하였으므로(Schultz, 2000; Sevillano et al., 2007;

Walker and Chapman, 2003) 이를 환경 분야에도 확대 적용해 볼 수 있

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글로벌 시민성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Grant and Berry(2011)는 공감적 관점채택이

창의성을 증가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감적 관

점채택의 적용은 학생들이 여러 지리적 과제들을 해결할 때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지리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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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될 공감적 관점채택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전략을 다양하게 적용시킨다면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위한 지리수업

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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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속성 평가 설문지

※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응답에

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시해보세요.

1.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는 깔끔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2.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는 친절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3.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는 똑똑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4.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5.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는 정직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6.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는 행복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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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

습니다. 중국에서 온 근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의 느낌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시해보세요.

1.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중국인 근로자는 깔끔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2.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중국인 근로자는 친절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3.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중국인 근로자는 똑똑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4.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중국인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5.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중국인 근로자는 정직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6.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중국인 근로자는 행복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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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베트남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의 느낌

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시해보세요.

1.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베트남인 근로자는 깔끔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2.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베트남인 근로자는 친절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3.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베트남인 근로자는 똑똑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4.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베트남인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5.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베트남인 근로자는 정직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6.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베트남인 근로자는 행복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 170 -

※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

습니다. 미국에서 온 근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의 느낌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시해보세요.

1.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미국인 근로자는 깔끔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2.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미국인 근로자는 친절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3.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미국인 근로자는 똑똑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4.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미국인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5.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미국인 근로자는 정직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6.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미국인 근로자는 행복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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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

습니다. 유럽에서 온 근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의 느낌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시해보세요.

1.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유럽인 근로자는 깔끔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2.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유럽인 근로자는 친절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3.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유럽인 근로자는 똑똑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4.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유럽인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5.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유럽인 근로자는 정직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6.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유럽인 근로자는 행복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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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상상 질문 및 지시문

2-1. 외국인 근로자 공감적 관점채택 집단

2-2. 외국인 근로자 객관적 상상 집단

2-3. 중국인 근로자 상상 집단

1)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중국인’으로 변경되어 제시됨.

2) 국적을 묻는 1번 질문이 삭제되고 이하 5개의 질문만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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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상상 활동지

※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화면을 보고, 화면에 나오는 질문에 응답해보세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간단하게 작성해도 좋습니다.

1. 질문1의 답.

2. 질문2의 답.

3. 질문3의 답.

4. 질문4의 답.

5. 질문5의 답.

6. 질문6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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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중국인 근로자의 하루 상상 활동지

※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화면을 보고, 화면에 나오는 질문에 응답해보세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간단하게 작성해도 좋습니다.

1. 질문1의 답.

2. 질문2의 답.

3. 질문3의 답.

4. 질문4의 답.

5. 질문5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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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태도 설문지

※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

한 문제들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의견(밑줄 친 부분)에 얼마나 동의

하는지 표시해보세요.

1.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적은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일부러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그리

고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월급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1.5배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견 :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액수만큼 월급을 지급

해야 한다.

①매우동의하지않는다. ②동의하지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동의한다.

2.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올 때에는 법에 따라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대

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허락받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의견 :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도

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매우동의하지않는다. ②동의하지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동의한다.

3.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한 의료보험 요금을 냅니

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 보험비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경우 한국인보다 2~2.5배 비싼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비싼 의료비 때문에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 외국인은 병

을 치료하기 어려워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 :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외

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비싼 병원비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①매우동의하지않는다. ②동의하지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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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근로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

로자들은 하루에 11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인 노동자는 정해진 근무 시간이 지난 뒤 4시간씩 더 해야 하는 야간 근무는

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몫이었다고 말합니다.

의견 :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시간 외에 더 일을 하게 해도 큰 문제

가 없다.

①매우동의하지않는다. ②동의하지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동의한다.

5.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불공평한 일을 겪어도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한국어 교육을 무료로 일정 시간

동안 지원해야 한다.

①매우동의하지않는다. ②동의하지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동의한다.

6.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 나라 언어로 된 간판이 늘

어나고, 그 나라 고유의 음식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그 곳에 살던

한국인들과 외국인들 사이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곳에 사

는 한국인들의 삶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평도 있어, 정작 그 곳에 원래부

터 살던 한국인들이 그 곳을 떠나기도 합니다.

의견 : 한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생기지 않도록 막

아야 한다.

①매우동의하지않는다. ②동의하지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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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다문화 수용성 설문지

※ 다음을 읽고, 나에 대해 잘 설명하는 부분에 ○ 표시하세요.

나는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1 2 3 4 5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귈 수 있다.

1 2 3 4 5

5)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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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학습 동기 설문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중국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언어는 중국어이며,

인구는 약 13억 명입니다. 수도는 베이징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넓은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

1. 나는 이 글의 뒷부분이 궁금하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2. 나는 중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3. 중국에 대해 배우는 것은 흥미로울 것 같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4. 나는 중국에 대해 책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볼 의향이 있다.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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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공간적 관점채택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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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erspective-Taking on

Developing Global Citizenship

in Geography Class

: The Case of Prejudice towards Foreign Workers

Yoo soo ji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lobal citizenship as it relates to geography education is about

creating a better place alongside others through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otherness. In this study,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empathic perspective taking promotes the

development of such global citizenship. This is because empathic

perspective taking, a cognitive proces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rough other's psychological point of view, has been foun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attitudes towards out-groups and reducing

prejudice.

Study 1 examin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global citizenship



- 181 -

through assessing their prejudices against foreign workers and found

that the students’ attitudes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workers’

country of origin. Chinese workers were perceived most negatively

and American workers were perceived most positively.

Study 2 tested to see if the empathic perspective taking improved

attitudes towards foreign(or Chinese) workers by having the students

imagine a typical day in the life of said foreign(or Chinese) worker’s.

Findings revealed that participants who adopted the perspective of

foreign(or Chinese) workers evaluated them more positively compared

to those who received objective focu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king on the perspective of others links self and target, and that

positive self-evaluation is translated into evaluation of the target.

Study 3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in motivating

learning and spontaneous spatial perspective taking by using the

imaginary task in Study 2. As a result, the perspective takers were

more willing to learn about the target’s country of origin (in this

case, China) and tended to adopt spontaneously other’s spatial

perspective than their ow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erspective taking will lead to

successful global citizenship lessons that reduce prejudices towards

out-groups, improving people's understanding of them through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and understanding how other places can

breed views that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Therefore, the use of

empathic perspective taking to develop global citizenship in geography

education should be comprehensively discussed.

keywords : perspective-taking, prejudice, empathy, spatial

perspective-taking, foreign workers, global citizenship

Student Number : 2011-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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